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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경일 내용

2022-11-09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특정 환경에서 일본어 IME 사용 시 제약

2022-07-21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컴포넌트의 onmousedown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alert, confirm 메소드 실행 시 의도치 않은 동작

Form 오브젝트의 onload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컴포넌트의 크기를 잘못 가져오는 동작

2021년

변경일 내용

2021-07-13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MaskEdit 컴포넌트 텍스트 편집 영역에 포커스가 있는 경우 IME 동작 차이

2021-03-23 아래 제약사항 항목의 분류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컨텍스트 메뉴에서 "실행취소" 항목 선택 시 동작 방식의 차이

2020년

변경일 내용

2020-07-21 아래 제약사항 항목에 iOS/iPadOS 운영체제에서 발견된 제약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특정 오브젝트 id를 브라우저 내부 오브젝트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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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imemode 속성값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

2020-04-21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iPadOS 13 운영체제에서 키보드를 닫으면 입력 컴포넌트 Pseudo가 변경되는 현상

제약사항 항목 중 Edge 브라우저 버전에 따른 차이를 추가했습니다.

2020-01-15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일본어 입력 확정 전에 클릭 이벤트 함수 내에서 value 값을 확인할 수 없는 현상

변경일 내용

2019년

변경일 내용

2019-05-13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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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8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Cell 오브젝트가 편집 상태가 아니라도 텍스트가 마우스 조작으로 선택되는 현상

미구현된 CSS를 통한 Cell 오브젝트 스타일 작성 시 넥사크로 스튜디오에 설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2019-09-25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10키 키보드 사용 시 한글 입력 제약

2019-12-24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WKWebView 관련 제약

TextArea 컴포넌트에서 스크롤바가 2개 표시되는 오류

longpress 대신 touchmove 동작으로 처리되는 현상

스크롤바가 있는 Form에서 길게 탭 하는 동작 시 화면이 흔들리는 현상

제약사항이 해소된 항목을 제외 항목으로 변경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동기 통신 지원 제약

iOS 운영체제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에 로딩한 웹 문서 내 텍스트 편집 시 캐럿 표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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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변경일 내용

2018-01-02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면 Div 컴포넌트의 onmouseout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

2018-01-23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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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가 옮겨지는 현상

드래그앤드롭 형태로 컴포넌트 간 포커스 이동 시 캐럿만 이동하는 현상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Fullscreen 설정 시 키패드가 입력 컴포넌트를 가리는 현상

2018-01-30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이벤트가 상위 컴포넌트로 전달되는 방식 차이

2018-05-29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가 최상위에 표시되는 현상

2018-08-28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에 로딩한 웹 문서 내 텍스트 편집 시 캐럿 표시 제약

2018-09-10 제품제약사항에서 아래 항목의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FileUpload 컴포넌트 사용 시 파일 경로 표시의 차이

2018-10-02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오류

2018-11-12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onkeydown, onkeyup, ontextchanged 이벤트 발생 순서가 다른 현상

mouseover 스타일이 mouseout 이벤트 발생 후에도 남아 있는 현상

TextArea 컴포넌트에 텍스트 입력 후 문자열 뒤 공백 영역 클릭 시 다음 행 문자열 앞으로 캐럿이 위치하는

현상

2018-11-27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WebBrowser 컴포넌트의 배치 순서 변경 시 리로딩되는 제약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의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onkeydown, onkeyup, ontextchanged 이벤트 발생 순서가 다른 현상

2017년

변경일 내용

2017-05-30 제품제약사항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항목을 추가하며 문서명을 변경했습니다.

(릴리스 노트 > 제품제약사항, 릴리스 노트)

2017-06-15 WebBrowser 컴포넌트의 인쇄 시 제약 항목에 예제 이미지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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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FileUpload 컴포넌트 사용 시 파일 경로 표시의 차이 항목에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2017-07-19 2017-07-07 (6월 정기버전) 목록에 73356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2017-08-02 2017-08-11 (7월 정기버전) 목록에 75094, 75118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2017-08-09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WebBrowser 컴포넌트 생성, 삭제 반복 시 운영체제 메모리 증가

컴포넌트의 EventHandler 메소드 처리 오류

nexacro.getTextSize 결과값 처리 차이

특정 오브젝트 id를 브라우저 내부 오브젝트로 처리

synchronous 모드에서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제약

Edit 컴포넌트에 입력된 글자에 깜빡임 현상

Grid 컴포넌트에 표시되는 글자 일부가 브라우저 확대 기능 실행 시 보이지 않는 현상

HTTP 헤더 적용 시 일부 옵션 제약

2017-09-05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Safari 브라우저에서 setPrivateProfile, getPrivateProfile 메소드 실행 시 기능 제약

2017-09-19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Edit 컴포넌트 위에 다른 컴포넌트가 겹쳐졌을 때 캐럿이 투과되어 표시되는 현상

2017-10-10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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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제약

2017-11-10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컨텍스트 메뉴에서 "실행취소" 항목 선택 시 동작 방식의 차이

onbeforeexit 이벤트 내 스크립트 실행 시 제약

onusernotify 이벤트 처리 시 브라우저에서 전달되는 값의 길이 제약

2017-11-16 2017-08-11 (7월 정기버전) 항목 중 아래 내용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웹브라우져의 캐쉬(cache) 제어를 위한 기능

2017-12-11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했을 때 displaynulltext 속성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현상

2017-12-26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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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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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시 깜빡이는 현상

변경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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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면책조항

변경 이력

차례

1. 제품제약사항

1.1 작성일별 목록

1.2 사용 환경에 따른 기능 제약

1.2.1 Mask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옮겨졌을 때 캐럿 위치가 달라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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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Menu 컴포넌트의 배경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는 현상

1.2.4 FileUpload 컴포넌트의 appendItem 메소드가 동작하지 않는 현상

1.2.5 Edit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의 텍스트값 검색 제약

1.2.6 WebBrowser 컴포넌트 생성, 삭제 반복 시 운영체제 메모리 증가

1.2.7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면 Div 컴포넌트의 onmouseout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

1.2.8 iOS 운영체제에서 10키 키보드 사용 시 한글 입력 제약

1.2.9 iOS 운영체제에서 WKWebView 관련 제약

1.2.10 TextArea 컴포넌트에서 스크롤바가 2개 표시되는 오류

1.2.11 longpress 대신 touchmove 동작으로 처리되는 현상

1.2.12 스크롤바가 있는 Form에서 길게 탭 하는 동작 시 화면이 흔들리는 현상

1.2.13 일본어 입력 확정 전에 클릭 이벤트 함수 내에서 value 값을 확인할 수 없는 현상

1.2.14 iPadOS 13 운영체제에서 키보드를 닫으면 입력 컴포넌트 Pseudo가 변경되는 현상

1.2.15 imemode 속성값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

1.2.16 컴포넌트의 onmousedown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alert, confirm 메소드 실행 시 의도치 않은 동작

1.2.17 특정 환경에서 일본어 IME 사용 시 제약

1.3 브라우저별 기능 차이

1.3.1 Edit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에서 커서 표시 방식의 차이

1.3.2 Style 제약 사항

1.3.3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에 표시되는 텍스트 정렬 방식의 차이

1.3.4 hotkey 속성값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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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FileUpload 컴포넌트 사용 시 파일 경로 표시의 차이

1.3.6 open 메소드 실행 시 중복된 자식 프레임 이름 처리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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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컴포넌트의 visible 속성 변경 시 느리게 적용되는 현상

1.3.9 onmouseenter, onmousemove 이벤트 발생 순서가 다른 현상

1.3.10 trackPopup 메소드 실행 시 기준 영역

1.3.11 nexacro.getTextSize 결과값 처리 차이

1.3.12 특정 오브젝트 id를 브라우저 내부 오브젝트로 처리

1.3.13 synchronous 모드에서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제약

1.3.14 Edit 컴포넌트에 입력된 글자에 깜빡임 현상

1.3.15 Grid 컴포넌트에 표시되는 글자 일부가 브라우저 확대 기능 실행 시 보이지 않는 현상

1.3.16 Safari 브라우저에서 setPrivateProfile, getPrivateProfile 메소드 실행 시 기능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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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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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제약

1.3.19 onbeforeexit 이벤트 내 스크립트 실행 시 제약

1.3.20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했을 때 displaynulltext 속성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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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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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시 깜빡이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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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가 옮겨지는 현상

1.3.24 드래그앤드롭 형태로 컴포넌트 간 포커스 이동 시 캐럿만 이동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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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6 mouseover 스타일이 mouseout 이벤트 발생 후에도 남아 있는 현상

1.3.27 TextArea 컴포넌트에 텍스트 입력 후 문자열 뒤 공백 영역 클릭 시 다음 행 문자열 앞으로 캐럿이 위치하는

현상

1.3.28 WebBrowser 컴포넌트의 배치 순서 변경 시 리로딩되는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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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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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품 기능 제약

1.4.1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으로 설정한 Form 배경색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

1.4.2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에 따른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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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현상

1.4.4 MaskEdit, Grid 컴포넌트에서 mask 속성 적용 시 숫자 처리 방식의 차이

1.4.5 Edit 계열 컴포넌트의 이벤트 버블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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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TextArea 컴포넌트의 align 속성 제약

1.4.8 default.xtheme 파일에 controlbutton 스타일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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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WebBrowser 컴포넌트의 인쇄 시 제약

1.4.10 자바스크립트 메소드 사용 시 제약

1.4.11 컴포넌트의 EventHandler 메소드 처리 오류

1.4.12 HTTP 헤더 적용 시 일부 옵션 제약

1.4.13 onusernotify 이벤트 처리 시 브라우저에서 전달되는 값의 길이 제약

1.4.14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Fullscreen 설정 시 키패드가 입력 컴포넌트를 가리는 현상

1.4.15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가 최상위에 표시되는 현상

1.4.16 애플리케이션을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오류

1.4.17 Cell 오브젝트가 편집 상태가 아니라도 텍스트가 마우스 조작으로 선택되는 현상

1.4.18 미구현된 CSS를 통한 Cell 오브젝트 스타일 작성 시 넥사크로 스튜디오에 설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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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 Form 오브젝트의 onload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컴포넌트의 크기를 잘못 가져오는 동작

1.5 RTL 설정 시 기능 제약

1.5.1 RTL 설정 시 getCaretPos 메소드 처리 결과

1.5.2 RTL 설정 시 WebBrowser 컴포넌트 적용 제약

1.5.3 RTL 설정 시 편집 영역에서 스크롤바, 캐럿 동작 방식

1.5.4 RTL 설정 시 일부 이미지가 깨져 보이는 현상

1.6 제품제약사항 제외 항목

1.6.1 애플리케이션에서 동기 통신 지원 제약

1.6.2 iOS 운영체제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에 로딩한 웹 문서 내 텍스트 편집 시 캐럿 표시 제약

1.6.3 setFocus 메소드 실행 시 캐럿이 이동하지 않는 현상

1.6.4 onkeydown, onkeyup, ontextchanged 이벤트 발생 순서가 다른 현상

1.6.5 RTL 설정 시 편집 영역에 입력 시 캐럿 위치

파트 I. 릴리스 노트

2. 2022-11-14 (11월 정기버전)

2.1 버전정보

2.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2.2.1 14.0.1.4201

2.2.2 14.0.1.4202

2.3 신규기능

2.4 변경기능

2.5 오류수정

2.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2.5.2 접근성

2.5.3 기타

3. 2022-06-21 (6월 정기버전)

3.1 버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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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제품제약사항, 릴리스 노트

3.2 신규기능

3.3 변경기능

3.4 오류수정

3.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3.4.2 접근성

3.4.3 기타

3.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4. 2021-12-14 (12월 정기버전)

4.1 버전정보

4.2 보안 조치

4.3 변경기능

4.4 오류수정

4.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4.4.2 넥사크로 스튜디오

4.4.3 기타

4.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5. 2021-07-13 (7월 정기버전)

5.1 버전정보

5.2 보안 조치

5.3 오류수정

5.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5.3.2 넥사크로 스튜디오

5.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6. 2021-03-23 (3월 정기버전)

6.1 버전정보

6.2 신규기능

6.3 변경기능

6.4 오류수정

6.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6.4.2 디바이스 API

6.4.3 기타

7. 2020-11-17 (11월 정기버전)

7.1 버전정보

7.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7.2.1 14.0.1.3701

7.3 오류수정

7.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7.3.2 넥사크로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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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기타

7.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8. 2020-07-28 (7월 정기버전)

8.1 버전정보

8.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8.2.1 14.0.1.3601

8.3 보안 조치

8.4 신규기능

8.5 오류수정

8.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8.5.2 넥사크로 스튜디오

8.5.3 기타

8.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9. 2020-04-21 (4월 정기버전)

9.1 버전정보

9.2 오류수정

9.2.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9.2.2 디바이스 API

9.2.3 넥사크로 스튜디오

9.2.4 기타

9.3 도움말 수정 및 추가

10. 2019-12-24 (12월 정기버전)

10.1 버전정보

10.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10.2.1 14.0.1.3401

10.3 지원 사양 변경

10.4 보안조치

10.5 오류수정

10.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10.5.2 넥사크로 스튜디오

10.5.3 기타

10.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11. 2019-09-24 (9월 정기버전)

11.1 버전정보

11.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11.2.1 14.0.1.3302

11.2.2 14.0.1.3301

11.3 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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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오류수정

11.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11.4.2 넥사크로 스튜디오

11.4.3 기타

11.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12. 2019-07-29 (7월 정기버전)

12.1 버전정보

12.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12.2.1 14.0.1.3201

12.3 보안 조치

12.4 신규기능

12.5 오류수정

12.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12.5.2 디바이스 API

12.5.3 넥사크로 스튜디오

12.5.4 기타

12.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13. 2019-03-26 (3월 정기버전)

13.1 버전정보

13.2 보안 조치

13.3 신규기능

13.4 오류수정

13.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13.4.2 디바이스 API

13.4.3 넥사크로 스튜디오

13.4.4 기타

13.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파트 II. 이전 릴리스 노트 (2018년 이전)

14. 2018-12-26 (12월 정기버전)

14.1 버전정보

14.2 신규기능

14.3 변경기능

14.4 오류수정

14.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14.4.2 디바이스 API

14.4.3 넥사크로 스튜디오

14.4.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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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15. 2018-10-04 (9월 정기버전)

15.1 버전정보

15.2 신규기능

15.3 오류수정

15.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15.3.2 디바이스 API

15.3.3 넥사크로 스튜디오

15.3.4 기타

15.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16. 2018-06-26 (6월 정기버전)

16.1 버전정보

16.2 변경기능

16.3 오류수정

16.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16.3.2 디바이스 API

16.3.3 기타

16.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17. 2018-05-29 (5월 정기버전)

17.1 버전정보

17.2 신규기능

17.3 변경기능

17.4 오류수정

17.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17.4.2 디바이스 API

17.4.3 넥사크로 스튜디오

17.4.4 기타

17.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18. 2018-04-24 (4월 정기버전)

18.1 버전정보

18.2 신규기능

18.3 변경기능

18.4 오류수정

18.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18.4.2 디바이스 API

18.4.3 넥사크로 스튜디오

18.4.4 기타

18.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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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26.4.2 디바이스 API

26.4.3 넥사크로 스튜디오

26.4.4 기타

26.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27. 2017-08-11 (7월 정기버전)

27.1 버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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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신규기능

27.3 변경기능

27.4 오류수정

27.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27.4.2 넥사크로 스튜디오

27.4.3 기타

27.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28. 2017-07-07 (6월 정기버전)

28.1 버전정보

28.2 신규기능

28.3 변경기능

28.4 오류수정

28.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28.4.2 넥사크로 스튜디오

28.4.3 기타

28.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29. 2017-06-09 (5월 정기버전)

29.1 버전정보

29.2 신규기능

29.3 변경기능

29.4 오류수정

29.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29.4.2 넥사크로 스튜디오

29.4.3 기타

29.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30. 2017-05-17 (4월 정기버전)

30.1 버전정보

30.2 신규기능

30.3 변경기능

30.4 오류수정

30.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30.4.2 디바이스 API

30.4.3 넥사크로 스튜디오

30.4.4 기타

30.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31. 2017-03-28 (3월 정기버전)

31.1 버전정보

31.2 신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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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변경기능

31.4 오류수정

31.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31.4.2 디바이스 API

31.4.3 넥사크로 스튜디오

31.4.4 기타

31.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32. 2017-03-06 (2월 정기버전)

32.1 버전정보

32.2 신규기능

32.3 변경기능

32.4 오류수정

32.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32.4.2 디바이스 API

32.4.3 넥사크로 스튜디오

32.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33. 2017-01-24 (1월 정기버전)

33.1 버전정보

33.2 신규기능

33.3 변경기능

33.4 오류수정

33.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33.4.2 디바이스 API

33.4.3 넥사크로 스튜디오

33.4.4 기타

33.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34. 2016-12-27 (12월 정기버전)

34.1 버전정보

34.2 신규기능

34.3 변경기능

34.4 오류수정

34.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34.4.2 디바이스 API

34.4.3 넥사크로 스튜디오

34.4.4 기타

34.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35. 2016-11-22 (11월 정기버전)

35.1 버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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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신규기능

35.3 변경기능

35.4 오류수정

35.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35.4.2 디바이스 API

35.4.3 넥사크로 스튜디오

35.4.4 기타

35.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36. 2016-10-25 (10월 정기버전)

36.1 버전정보

36.2 신규기능

36.3 변경기능

36.4 오류수정

36.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36.4.2 디바이스 API

36.4.3 넥사크로 스튜디오

36.4.4 기타

36.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37. 2016-09-27 (9월 정기버전)

37.1 버전정보

37.2 신규기능

37.3 변경기능

37.4 오류수정

37.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37.4.2 디바이스 API

37.4.3 넥사크로 스튜디오

37.4.4 기타

37.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38. 2016-08-23 (8월 정기버전)

38.1 신규기능

38.2 변경기능

38.3 오류수정

38.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38.3.2 넥사크로 스튜디오

38.3.3 기타

38.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39. 2016-07-26 (7월 정기버전)

39.1 신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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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변경기능

39.3 오류수정

39.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39.3.2 디바이스 API

39.3.3 기타

39.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40. 2016-06-28 (6월 정기버전)

40.1 신규기능

40.2 변경기능

40.3 오류수정

40.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40.3.2 디바이스 API

40.3.3 넥사크로 스튜디오

40.3.4 기타

40.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41. 2016-05-24 (5월 정기버전)

41.1 신규기능

41.2 변경기능

41.3 버그 및 기능 수정 목록

41.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41.3.2 디바이스 API

41.3.3 넥사크로 스튜디오

41.3.4 도움말

41.3.5 기타

42. 2016-04-26 (4월 정기버전)

42.1 신규기능

42.2 변경기능

43. 2016-03-29 (3월 정기버전)

43.1 신규기능

43.2 변경기능

44. 2016-02-23 (2월 정기버전)

44.1 신규기능

44.2 변경기능

45. 2016-01-26 (1월 정기버전)

45.1 신규기능

45.2 변경기능

46. 2015-12-29 (12월 정기버전)

47. 2015-11-24 (11월 정기버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7



xx | 제품제약사항, 릴리스 노트

47.1 변경기능

48. 2015-10-27 (10월 정기버전)

48.1 신규기능

49. 2015-09-22 (9월 정기버전)

49.1 신규기능

49.2 변경기능

50. 2015-08-25 (8월 정기버전)

50.1 신규기능

50.2 변경기능

51. 2015-07-28 (7월 정기버전)

51.1 신규기능

51.2 변경기능

52. 2015-06-23 (6월 정기버전)

52.1 신규기능

52.2 변경기능

53. 2015-05-29 (5월 정기버전)

53.1 신규기능

53.2 변경기능

54. 2015-04-13 (4월 정기버전)

54.1 신규기능

54.2 변경기능

54.3 주요 수정된 버그

54.4 참고사항

55. 2015-01-30 (1월 정기버전)

55.1 신규기능

55.2 변경기능

55.3 주요 수정된 버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3



제품제약사항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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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항목

11-04 특정 환경에서 일본어 IME 사용 시 제약

05-13 Form 오브젝트의 onload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컴포넌트의 크기를 잘못 가져오는 동작

01-26 컴포넌트의 onmousedown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alert, confirm 메소드 실행 시 의도치 않은 동작

2021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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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3 컨텍스트 메뉴에서 "실행취소" 항목 선택 시 동작 방식의 차이

2020년 항목

04-02 iPadOS 13 운영체제에서 키보드를 닫으면 입력 컴포넌트 Pseudo가 변경되는 현상

03-27 imemode 속성값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

01-13 일본어 입력 확정 전에 클릭 이벤트 함수 내에서 value 값을 확인할 수 없는 현상

2019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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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7 미구현된 CSS를 통한 Cell 오브젝트 스타일 작성 시 넥사크로 스튜디오에 설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07-15 Cell 오브젝트가 편집 상태가 아니라도 텍스트가 마우스 조작으로 선택되는 현상

09-24 iOS 운영체제에서 10키 키보드 사용 시 한글 입력 제약

11-19 TextArea 컴포넌트에서 스크롤바가 2개 표시되는 오류

11-20 longpress 대신 touchmove 동작으로 처리되는 현상

11-20 스크롤바가 있는 Form에서 길게 탭 하는 동작 시 화면이 흔들리는 현상

12-24 iOS 운영체제에서 WKWebView 관련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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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항목

01-16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이벤트가 상위 컴포넌트로 전달되는 방식 차이

03-15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가 최상위에 표시되는 현상

08-17 iOS 운영체제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에 로딩한 웹 문서 내 텍스트 편집 시 캐럿 표시 제약

09-19 애플리케이션을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오류

10-15 onkeydown, onkeyup, ontextchanged 이벤트 발생 순서가 다른 현상

10-16 mouseover 스타일이 mouseout 이벤트 발생 후에도 남아 있는 현상

10-24 TextArea 컴포넌트에 텍스트 입력 후 문자열 뒤 공백 영역 클릭 시 다음 행 문자열 앞으로 캐럿이 위치하는 현상

11-14 WebBrowser 컴포넌트의 배치 순서 변경 시 리로딩되는 제약

2017년 항목

01-09 함수 내 alert, confirm 메소드가 포함된 경우 스크립트 처리 방식 차이

01-17 화면 확대, 축소 시 Grid 컴포넌트의 셀 선택 기능 제약

01-18 TextArea 컴포넌트의 align 속성 제약

01-24 default.xtheme 파일에 controlbutton 스타일을 적용하지 않음

01-31 컴포넌트의 visible 속성 변경 시 느리게 적용되는 현상

02-10 onmouseenter, onmousemove 이벤트 발생 순서가 다른 현상

02-13 "향상된 보호 모드" 옵션 활성화 시 파일 내려받기 기능 제약

02-17 Menu 컴포넌트의 배경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는 현상

02-23 setFocus 메소드 실행 시 캐럿이 이동하지 않는 현상

02-28 FileUpload 컴포넌트의 appendItem 메소드가 동작하지 않는 현상

03-09 Edit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의 텍스트값 검색 제약

03-14 trackPopup 메소드 실행 시 기준 영역

05-22 자바스크립트 메소드 사용 시 제약

06-15 WebBrowser 컴포넌트의 인쇄 시 제약

06-15 HTTP 헤더 적용 시 일부 옵션 제약

06-20 nexacro.getTextSize 결과값 처리 차이

06-27 FileUpload 컴포넌트 사용 시 파일 경로 표시의 차이

07-05 WebBrowser 컴포넌트 생성, 삭제 반복 시 운영체제 메모리 증가

07-07 컴포넌트의 EventHandler 메소드 처리 오류

07-25 synchronous 모드에서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제약

07-27 Edit 컴포넌트에 입력된 글자에 깜빡임 현상

08-02 특정 오브젝트 id를 브라우저 내부 오브젝트로 처리

08-07 Grid 컴포넌트에 표시되는 글자 일부가 브라우저 확대 기능 실행 시 보이지 않는 현상

08-18 특정 스크립트가 일정 시간 이상 프로세스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중간에 발생하는 이벤트가 처리되지 못하는 제

약

09-05 Edit 컴포넌트 위에 다른 컴포넌트가 겹쳐졌을 때 캐럿이 투과되어 표시되는 현상

10-10 컨텍스트 메뉴에서 "실행취소" 항목 선택 시 동작 방식의 차이

onbeforeexit 이벤트 내 스크립트 실행 시 제약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했을 때 displaynulltext 속성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현상

10-16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면 Div 컴포넌트의 onmouseout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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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onusernotify 이벤트 처리 시 브라우저에서 전달되는 값의 길이 제약

11-27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는 현상

11-28 Div 컴포넌트 내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일부만 보이는 경우 해당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시 깜빡이는 현상

12-13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옮겨지는 시점에 waitcursor가 표시되는 경우 캐럿 위치

가 옮겨지는 현상

12-14 드래그앤드롭 형태로 컴포넌트 간 포커스 이동 시 캐럿만 이동하는 현상

12-27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Fullscreen 설정 시 키패드가 입력 컴포넌트를 가리는 현상

2017년 항목

2016년 항목

03-30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에 표시되는 텍스트 정렬 방식의 차이

05-13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에 따른 제약

05-18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생성한 엑셀 파일의 셀을 복사해 다른 문서로 붙여 넣으면 색상이 달라지는

현상

07-05 hotkey 속성값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

09-05 RTL 설정 시 편집 영역에 입력 시 캐럿 위치

09-07 RTL 설정 시 getCaretPos 메소드 처리 결과

09-13 Mask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옮겨졌을 때 캐럿 위치가 달라지는 현상

09-13 MaskEdit, Grid 컴포넌트에서 mask 속성 적용 시 숫자 처리 방식의 차이

09-29 Style 제약 사항

09-29 RTL 설정 시 WebBrowser 컴포넌트 적용 제약

10-20 RTL 설정 시 편집 영역에서 스크롤바, 캐럿 동작 방식

11-04 RTL 설정 시 일부 이미지가 깨져 보이는 현상

12-05 open 메소드 실행 시 중복된 자식 프레임 이름 처리 제약

12-22 Edit 계열 컴포넌트의 이벤트 버블링 제약

2015년 항목

05-12 애플리케이션에서 동기 통신 지원 제약

06-25 Safari 브라우저에서 setPrivateProfile, getPrivateProfile 메소드 실행 시 기능 제약

10-19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으로 설정한 Form 배경색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

2014년 항목

09-24 Edit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에서 커서 표시 방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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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용 환경에 따른 기능 제약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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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값을 다시 설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캐럿이 마지

막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강제적으로 캐럿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지

만,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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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Menu 컴포넌트의 배경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는 현상

Firefox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Menu 컴포넌트의 itembackground 속성의 하위 속성 중에서 image 속성

값으로 이미지 파일을 설정하고 repeat 속성값으로 "stretch"를 설정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로딩 시 배경 이미지가 표

시되지 않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71855 2017-02-17 Firefox 브라우저의 렌더링 엔진 제약 사항입니다. 열려있는 웹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면 배경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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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Edit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의 텍스트값 검색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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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할 수 없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72123 2017-03-09 IE 브라우저 기능 제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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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WebBrowser 컴포넌트 생성, 삭제 반복 시 운영체제 메모리

증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WebBrowser 컴포넌트를 생성했다가 삭제하는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운영체제의 메모리 사용이 증가하며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낮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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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사크로브라우저에서실행시WebBrowser 컴포넌트는WebBrowser2 OLE

컨트롤을 임베디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WebBrowser2 OLE 컨트롤의 특성상

생성, 삭제가 반복될 경우 메모리가 증가한다는 것이 제조사(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하나의 WebBrowser 컴포넌트를 생성한 후 재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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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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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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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mainframe_VFrameSet0_ChildFrame0_form_Div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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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color: rgb(0, 0, 255); ">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20px; top: 20px; width: 300px; height: 73px;

background-color:red; ">Button00

</div>

</div>

RP 작성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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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iOS 운영체제에서 10키 키보드 사용 시 한글 입력 제약

iOS 운영체제에서는 한글 입력 시 조합 완료에 대한 이벤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캐럿 위치로 조합 완료 여

부를 판단하는데, 소프트웨어 키보드 레이아웃을 "10키"로 선택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합 완료에 대한 정확한 처

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입력한 한글 문자 입력이 value 속성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거나 다른 속성, 메소드, 이

벤트에 영향을 미칩니다.

RP 작성일 설명

86842 2019-09-25 iOS 운영체제에서 한국어 소프트웨어 키보드 레이아웃을 "10키"로 선택하는 경

우 한글 입력 시 제약이 발생하며 정상 동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 제품제약사항, 릴리스 노트

1.2.9 iOS 운영체제에서 WKWebView 관련 제약

iOS 운영체제에서 WKWebView를 사용하면서 CORS(Cross Origin Resource Sharing) 보안 정책 관련 아래와 같

은 2가지 제약이 발생합니다.

● 쿠키 사용 제약

컨텐츠(Run.html) 파일이 로컬 경로(file://)에서 동작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쿠키도 허용되지 않으며 쿠키를 설

정할 수 없습니다.

스크립트로 접근(document.cookie)하거나 WKWebView API(WKHTTPCookieStore)를 이용해 쿠키를 설정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 WebBrowser 컴포넌트의 url 속성으로 Local-Url 접근 시 제약

컨텐츠(Run.html) 파일이 로컬 경로(file://)에서 동작하는 경우에는 IFRAME을 사용하는 컴포넌트 사용에 제약

이 있습니다.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callMethod 메소드를 사용해 HTML 파일에 접근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iOS 운영체제 쿠키를 사용해야 하거나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callMethod를 사용해야 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

식으로 서버에서 Run.html 파일을 호출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1 TypeDefinition에서 Update 정보를 삭제합니다.

또는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Archive 메뉴에서 생성한 start_ios.json 파일에서 resource 관련 설정을 삭제합니

다.

"resource" :

{

}

2 Run.html 파일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Archive 메뉴에서 생성한 Run.zip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고 Run.html 파일을 텍스트

편집기에서 실행하고 archivefiles.js 파일을 호출하는 라인을 삭제하고 load 함수 호출 부분에서 Project URL

값이 지정된 부분을 빈값으로 수정합니다.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archivefiles.js"></script>

>>

삭제

application.load("TEST", "TEST.xadl.js", "http://localhost:8080");

>>

application.load("TEST", "TEST.xadl.j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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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Archive 메뉴 실행 시 Project URL 값을 빈값으로 입력해도 Run.html

파일 생성 시 자동으로 기본 주소값을 설정하기 때문에 직접 Run.html 파일을 수정해주어야 합니

다.

3 수정한 Run.html 파일을 start_ios.json 파일과 같은 위치에 배치합니다.

Generate 메뉴를 실행해 생성한 파일과 Run.html, start_ios.json 파일이 같은 서버, 같은 위치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4 AppDelegate.m 파일에서 isDirect 옵션을 추가합니다.

앱 빌드 시 설정하는 파일 중 AppDelegate.m 파일에 isDirect 옵션(isDirect=YES)을 추가해줍니다.

@implementation AppDelegate -(NexacroMainViewController*)initMainViewController:(NSInteger

)nView

{

[[NexacroResourceManager sharedResourceManager]setBootstrapURL:

@"http://172.10.10.10:8080/nexacro/start_ios.json"

isDirect=YES];

return

[[AppViewController alloc] initWithLoader:nView];

}

@end

RP 작성일 설명

- 2019-12-24 2019년 12월 iOS 최소 사양을 iOS 9으로 변경 공지했습니다.

iOS 앱에서 사용하는 WKWebView의 보안 정책에 따른 제약입니다.

1.2.10 TextArea 컴포넌트에서 스크롤바가 2개 표시되는 오류

넥사크로플랫폼에서는 HTML의 기본 스크롤바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스크롤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HT

ML의 기본 스크롤바는 동작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iOS 13 이상 버전에서 스크롤 기능을 개선하면서 스크롤바 관련 속성을 일부 변경했고 그 영향으로 기존에 보이지 않

도록 처리했던 HTML의 기본 스크롤바가 표시되어 2개의 스크롤바가 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스크롤바가 2개 표시되는 오류는 회피할 수 있으나, 스크롤과 관련된 다른 기능과 동작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고 제약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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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작성일 설명

87651 2019-11-19 iOS 13 이상 버전의 운영체제 사용 시 발생하는 제약입니다.

1.2.11 longpress 대신 touchmove 동작으로 처리되는 현상

iOS 운영체제는 longpress 이벤트를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넥사크로플랫폼에

서는 운영체제의 이벤트가 아닌 사용자의 터치 동작 시간을 측정하여 touch 와 longpress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iOS 13의 경우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Input DOM)에서 길게 터치 동작을 하는 경우 이전 버전에

서 돋보기 UI를 사용하던 것을 커서의 확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은 돋보기로 전환되는 시간적인 간격이 일반

터치 동작과 구분이 가능한 시간이었으나 iOS 13의 경우에는 touch와 longpress를 구분하기 힘든 짧은 시간으로 변

경됐습니다. 넥사크로플랫폼 내부에서 측정하는 시간 간격 값을 조정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일반 touch 와 Longpres

s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iOS 13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touch 동작과 longpress 동작이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iOS 13 이상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길게 탭 하는 동작을 의도했으나, touchmove 동작으로 처리되

면서 step 레이아웃이 이동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87416 2019-11-20 iOS 운영체제에서 길게 탭(Long-Press)하는 동작에 대한 이벤트를 명확하게 내

어주지 않고 있어 발생하는 제약입니다.

1.2.12 스크롤바가 있는 Form에서 길게 탭 하는 동작 시 화면이

흔들리는 현상

iOS 13 이상 버전에서 스크롤바가 있는 Form에서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선택해 키보드가 표

시되고 그 상태에서 컴포넌트의 편집 영역을 길게 탭 하는 경우 화면이 흔들리면서 캐럿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

다.

같은 조건의 HTML 파일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으로 제약으로 처리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87425 2019-11-20 iOS 13 이상 버전의 운영체제 사용 시 발생하는 제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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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일본어 입력 확정 전에 클릭 이벤트 함수 내에서 value 값

을 확인할 수 없는 현상

iOS 13 이상 버전에서는 스크립트로 입력 중인 문자에 대한 조합 완료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iOS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조합 완료 처리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iOS 버전 결과값

13 미만 ontouchend > 조합 완료 > onclick

13 이상 ontouchend > onclick > 조합 완료

iOS 13 미만 버전을사용하는경우에는 onclick 이벤트함수처리시조합완료상태로처리되면서컴포넌트의 value

값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iOS 13 이상 버전에서는 value 값이 undefined로 반환됩니다.

iOS 13 이상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onclick 이벤트 함수 내에서 조합 중인 문자 확인이 필요하다면 text

속성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 완료 이전에 강제적으로 value 속성값이나 caret 위치 변경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합 완

료 이후에 onchar 이벤트 함수 내에서 변경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88242 2020-01-13 iOS 13 이상 버전의 운영체제 사용 시 발생하는 제약입니다.

1.2.14 iPadOS 13 운영체제에서 키보드를 닫으면 입력 컴포넌트

Pseudo가 변경되는 현상

iPadOS 13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iPad 단말기에서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탭해서 편집 상태가

되면 키보드가 표시됩니다. 이때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키보드가 닫히면서 Body 영역에 blur 이벤트가 발생하며 입

력 컴포넌트의 Pseudo가 변경(focused > normal)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iPadOS 13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iPad 단말기에서 키보드를 닫을 때 blur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운영체제의 동작이

변경됐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운영체제에서는 blur 이벤트가 키보드가 닫는 동작으로 발생한다는 정보

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넥사크로에서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blur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Pseudo가 변경되는

것은 정상 동작입니다.

운영체제 키보드 닫기 버튼 선택 시

iOS 13 또는 iPadOS 13 미만 blur 이벤트 발생하지 않음

iPadOS 13 blur 이벤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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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작성일 설명

88941 2020-04-02 iPadOS 13 버전 운영체제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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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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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62 2020-03-27 운영체제 특성에 따른 제약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운영체제 설정을 변경한 경우에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1.2.16 컴포넌트의 onmousedown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al

ert, confirm 메소드 실행 시 의도치 않은 동작

IE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컴포넌트의 onmousedown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alert, confirm 메소드 실

행 시 다른 응용프로그램으로 강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Tab 컴포넌트의 onchanged 이벤트는 onmousedown 이벤트와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같은 제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93892 2022-01-26 IE 브라우저 기능 제약입니다.

1.2.17 특정 환경에서 일본어 IME 사용 시 제약

입력을 제한하는 속성(maxlength, inputtype 등)값을 설정한 Edit, TextArea 컴포넌트, MaskEdit 컴포넌트, Mask

EditControl을 포함한 컴포넌트(Calendar, Grid 컴포넌트 등)에서 사용자가 입력하고자 하는 값과 다른 값이 입력되

는 현상입니다.

윈도우 10 2004 버전 업데이트 시 설치된 Microsoft Japanese IME의 영향에 의한 제약 사항입니다.

해당 문제는 윈도우 운영체제 버전(IME 버전),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이전 버전의 Microsoft IME 사용

" 적용 여부, 브라우저 실행 환경 등에 따라 발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행 환경에 따라 일본어 IME 사용 시 아래와 같은 입력 오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력한 문자가 중복되어 입력

● 기존에 입력한 문자가 삭제

● 숫자키 입력 시 다른 값이 입력

RP 작성일 설명

94158 2022-11-04 특정 환경에서 일본어 IME 사용 시 정상적으로 값을 입력하지 못하는 현상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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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브라우저별 기능 차이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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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 커서가 표시되며 마우스 클릭 시 커서 위치가 이동

[Runtime], Chrome, Edge, Firefox, Safari 커서가 표시되지 않음

RP 작성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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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Firefox 72.0.2 버전에서 커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사항을 수

정합니다.

1.3.2 Style 제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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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 지원제약 참고

blur 미지원 브라우저 별 동작, 지원 여부가 달라 지원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glow 미지원 브라우저 별 동작, 지원 여부가 달라 지원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shadow IE8 미지원

gradation > radial 미지원

gradation > peglist IE8,9 미지원

opacity IE8 미지원

background

> imageedge

입력된 값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브라우저에 따라 보이는 형

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cursor [Runtime],

Firefox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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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62 2015-03-24 gradation > ra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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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20 2016-08-25 blur

68510 2016-09-29 shadow

RP 작성일 설명

1.3.3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에 표시되는 텍스트 정렬 방식의 차

이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halign 속성값이 "center"인 경우 화면에 표시되는 Cell 영역 내에서 가운데 정렬을

런타임과 웹브라우저가 다르게 처리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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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되는 Cell 영역의 크기와 다르게 텍스트 영역을 기준으로 가운데 정

렬을 처리합니다. 런타임 브라우저에서는 내부적으로 정렬 상태를 조정하는 기

능이 추가되어 다르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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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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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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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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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 파일 경로 + 파일명

Chrome, Edge, Firefox, IE, Safari 가상 경로(fakepath) +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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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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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경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1.3.6 open 메소드 실행 시 중복된 자식 프레임 이름 처리 제약

IE 환경에서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자식 프레임 이름(ID)을 지정하는 파라미터(strName)을

같은 값으로 반복해서 실행했을 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며 팝업창이 표시되지 못합니다.

런타임이나 다른 브라우저는 같은 조건에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데 팝업 윈도우를 처리하는 방식이 브라

우저마다 다르므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브라우저 동기 방식 처리 방식

[Runtime] 동기 팝업 윈도우을 순차적으로 처리

Chrome, Edge(80 이상 버전) 비동기 최종적으로 실행한 팝업 윈도우에 대한 자바스크립트만 처리

Firefox 비동기 최초로 실행한 팝업 윈도우에 대한 자바스크립트만 처리

IE, Edge(44 이하 버전) 비동기 중복해서 생성되는 모든 팝업 윈도우에 대한 자바스크립트를 처

리. 이 과정에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합니다. 또한 Form 로딩

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해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하지 못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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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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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Edge 브라우저 엔진 변경에 따라 제약사항을 수정합니다.

Edge 버전에 따라 동작 방식이 다릅니다.

1.3.7 함수 내 alert, confirm 메소드가 포함된 경우 스크립트 처리

방식 차이

Chrome, Edge(80 이상 버전), Opera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함수 내에 alert, confirm 메소드가 포함된 경

우에는 다른 코드를 먼저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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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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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저 처리 방식

[Runtime], Edge(44 이하 버전), Firefox, IE "TEST" 문자열 출력 후 alert 메소드 실행

Chrome, Edge(80 이상 버전), Opera alert 메소드 실행 후 alert 창을 닫으면 "TEST' 문자열 출력

function fn_click() {

document.write("TEST");

alert("TEST");

}

RP 작성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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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Edge 브라우저 엔진 변경에 따라 제약사항을 수정합니다.

Edge 버전에 따라 동작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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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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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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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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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 작성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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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Edge 브라우저 엔진 변경에 따라 제약사항을 수정합니다.

Edge 버전에 따라 동작 방식이 다릅니다.

1.3.10 trackPopup 메소드 실행 시 기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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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바를 포함한 프레임 영역을 기준 영역에 포함하는 데 반해 HTML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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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작성한 스크립트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어 메소드 기능을 수정해

런타임, HTML5 버전 간 차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스크립트 작성 시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를 사용하거나 런타임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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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타임 프레임 영역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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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타임, 웹브라우저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1.3.11 nexacro.getTextSize 결과값 처리 차이

getTextSize 메소드는 파라미터값에 따라 텍스트의 크기를 계산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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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set_font("10 Arial");

var textSize = nexacro.getTextSize(this.Static00.text, this.Static00.style.font, null, "non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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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저 결과값

IE11 47, 15

Edge(44 이하 버전) 47.41999816894531,15

[Ru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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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Edge 브라우저 엔진 변경에 따라 제약사항을 수정합니다.

Edge 버전에 따라 동작 방식이 다릅니다.

1.3.12 특정 오브젝트 id를 브라우저 내부 오브젝트로 처리

DeviceAPI 오브젝트 중 Geolocation을 사용할 때 TypeDefinition에 해당 오브젝트의 ID값을 "Geolocation"로 저

장한 경우 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해당 오브젝트를 찾지 못하고 브라우저 내부 오브젝트로 처리하는 현

상이 발생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Geolocation"라는 이름을 내부 오브젝트로 사용하고 있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ID값을 "Nexacro

Geolocation"처럼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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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location" 뿐 아니라 다른 ID 값도 브라우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브젝트와 중복되는 경우 정상

적으로 처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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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29 2020-04-22 iOS, iPadOS Runtime 실행 시에도 WKWebView 내부 오브젝트와 충돌하는

에러가 발생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에러 발생은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3.13 synchronous 모드에서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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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관련 오류

chrome, Edge, Fire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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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Edge 브라우저 44.18362 버전에서 deprecation 메시지를출력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사항을 수정합니다.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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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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Grid 컴포넌트에 표시되는 글자 일부가 브라우저 확대 기

능 실행 시 보이지 않는 현상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align 속성값이 "right"로 지정하고 브라우저 확대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표시되는 글

자 일부가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RP 작성일 설명

75097 2017-08-07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IE, Edg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font 속성값에 따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04-21 Edge 브라우저 44.18362 버전에서 정상 동작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에서 Edge 브라우저는 제외합니다.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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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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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작성일 설명

43492

42186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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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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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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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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Edge(80 이상 버전) 브라우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현상이 발생하는 Edge 브라우저 버전 표기를 추가했습니다.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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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8 I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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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를 잃어버리면서 이벤트가 삭제됩니다.

1.3.19 onbeforeexit 이벤트 내 스크립트 실행 시 제약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nbeforeexit 이벤트 함수 내 작성한 스크립트 중 alert, confirm 메소드가 브라우저에 따

라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내에서 이벤트는 처리하지만, 함수 내 작성된 해당 메소드는 처리하지 않습

니다.

브라우저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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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 IE, Safari onbefore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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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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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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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했을 때 display

nulltext 속성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현상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가지는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이 null인 경우 포커스가 없는 경우에는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하지만 일부 브라우저에서는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스크립트로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변경하는 경우 포커스는 다음 컴포넌트로 이동하지만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화면에 표시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마우스 클릭 또는 Tab 키를 입력해 포커스를 이동하지 않고 스크립트에서 enable 속성값이 바뀌면서 포커

스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브라우저에서 blur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를 넥사크로플랫폼에서 처리하는데 일부 브라우저

에서는 blur 이벤트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브라우저 결과값

IE, Firefox enable 속성값 변경 시 브라우저에서 blur 이벤트 지원하지 않으며 포커스가 다른 컴포넌트로

이동해도 displaynulltext 속성값 표시할 수 없음

[Runtime], Chrome, Edge enable 속성값 변경 시 브라우저에서 blur 이벤트 처리하며 포커스가 다른 컴포넌트로 이동하

면 displaynulltext 속성값 표시

RP 작성일 설명

76456 2017-10-10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2020-04-21 Edge 브라우저 44.18362 버전에서 정상 동작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은 제약에서 제외합니다.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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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eudo 상태는 변경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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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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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이벤트는발생하지만포커스를이동하지않고있기때문에 pseudo 상태가변경되는현상도같이보이게됩니다.

브라우저에서는 정상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포커스가 이동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넥사크로플랫폼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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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할 수 없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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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eudo 상태는 정상적으로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면서 발생

하는 현상이며 브라우저 제약사항이 해소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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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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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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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작성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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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1.3.24 드래그앤드롭 형태로 컴포넌트 간 포커스 이동 시 캐럿만

이동하는 현상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로 다른 텍스트 편집 영역

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마우스 버튼을 떼면 캐럿은 이동하지만 포커스는 옮겨지지 못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77433 2017-12-27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I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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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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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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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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Edge 브라우저 엔진 변경에 따라 제약사항을 수정합니다.

Edge 버전에 따라 동작 방식이 다릅니다.

1.3.26 mouseover 스타일이 mouseout 이벤트 발생 후에도 남아

있는 현상

mac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mouseover 스타일로 배경색을 지정하고 마우스를 해당 영역 위로 가

져갔을 때 변경된 배경색이 마우스 커서를 이동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해당 현상은 브라우저 특성으로 인한 제약으로 다른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https://bugs.webkit.org/show_bug.cgi?id=4117

RP 작성일 설명

81852

82067

2018-10-16 mac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하는 제약입니다.

1.3.27 TextArea 컴포넌트에 텍스트 입력 후 문자열 뒤 공백 영역

클릭 시 다음 행 문자열 앞으로 캐럿이 위치하는 현상

TextArea 컴포넌트에 2줄 이상의 텍스트(줄바꿈이 있는)가 입력된 상태에서 문자열 뒤쪽 공백 영역 클릭 시 해당 행

이 아닌 다음 행 앞쪽에 캐럿이 위치하는 현상입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주로 발생하며 IE9, IE10, IE11 브라우저에서

도 간혹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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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1) 영역을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는 경우 3번째 행 텍스트의 마지막 위치인 (2) 위치에 캐럿이 위치

하게 됩니다. 하지만 IE 브라우저에서는 4번째 행 텍스트 앞부분인 (3) 위치에 캐럿이 위치하는 현상이 간혹 발생합니

다.

RP 작성일 설명

82352 2018-10-24 I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하는 제약입니다.

1.3.28 WebBrowser 컴포넌트의 배치 순서 변경 시 리로딩되는

제약

WebBrowser 컴포넌트의 bringToFront 또는 sendToBack 메소드를 실행해 배치 순서가 바뀌는 경우 현재 로딩된

웹 콘텐츠가 리로딩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WebBrowser 컴포넌트가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할 때는 iframe 태그로 변

환되는데 iframe 태그의 순서나 부모 노드가 변경되는 경우 url 속성값으로 지정된 웹 콘텐츠가 리로딩되는 것은 웹

브라우저의 기본 스펙입니다.

Div 컴포넌트 안에 WebBrowser 컴포넌트가 배치된 경우에는 Div 컴포넌트의 bringToFront 또는 sendToBack 메

소드를 실행 시 WebBrowser 컴포넌트의 웹 콘텐츠가 리로딩됩니다.

해당 건에 대한 이슈는 등록되어 있지만,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Moving an IFRAME within the DOM tree results in reloading of content

https://bugs.webkit.org/show_bug.cgi?id=13574

런타임 환경에서는 리로딩 없이 배치 순서를 변경합니다. 하지만, 런타임과 HTML5를 모두 지원하는 애

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배치 순서 변경 시 리로딩되는 제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73441 2017-05-19 웹브라우저 기본 스펙으로 답변 처리했습니다.

82799 2018-11-14 요청에 따라 제약사항으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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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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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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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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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Edge 브라우저 엔진 변경에 따라 제약사항을 수정합니다.

Edge 버전에 따라 동작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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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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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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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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품 기능 제약

1.4.1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으로 설정한 Form 배경색이 적용

되지 않는 현상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에 Form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Form 내에서 참조하는 CSS 파일에 정의된 Form 오브젝

트의 Style 속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xfdl 파일에 2개의 Div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url 속성값으로 b.xfdl, c.xfdl을 지정한 경우에 b.xfdl 파일

은 test.css 파일을 Style 속성으로 지정하고 c.xfdl 파일의 Form 오브젝트 속성으로 직접 배경색을 지정한 경우에는

c.xfdl 파일을 지정한 Div 컴포넌트만 배경색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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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xfdl 파일을 Div 컴포넌트에 배치하지 않고 직접 실행한 경우에는 배경색이 적용됩니다.

RP 작성일 설명

44258 2015-10-19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으로 Form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Form이

아닌 Div로 타입을 변경해서 처리합니다. 이렇게 타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CS

S 파일에 정의된 Style 속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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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buttondown, onlbuttonup, oneditclick, onmouseenter, onmousemove, ondrag, onsetfo

cus, onkillfocus, onsize, onmove, ontouchstart, ontouchmove, ontouchend, onmouseenter,

onmousemove, onlongpress, onpinchstart, onpinch, onpinchend, ontextchange, cancharc

hange, onchar, ontextchanged

미지원 onchanged, ondayclick

RP 작성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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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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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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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하는 경우 지정된 색은 복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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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MaskEdit, Grid 컴포넌트에서 mask 속성 적용 시 숫자 처

리 방식의 차이

mask 속성값은 MaskEdit 컴포넌트와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속성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sk 속성값

의 기능은 대부분 같지만,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컴포넌트 속성값 처리 방식

MaskEdit type:number #: 모든 10진수 숫자 (0-9)

9: 모든 10진수 숫자 (0-9)

Grid > Cell displaytype:number #: 모든 10진수 숫자 (0-9) (값이 0이거나 없으면 출력하지 않습니다)

0: 모든 10진수 숫자 (0-9) (값이 없으면 0으로 설정되어 나타납니다)

RP 작성일 설명

69322 2016-09-13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 차이입니다. 기능 사용 시 차이가 있는 부분

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1.4.5 Edit 계열 컴포넌트의 이벤트 버블링 제약

Edit 계열 컴포넌트의 경우 이벤트 버블링의 범위에 HTML의 Document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른 컴포넌트의 이

벤트 버블링의 범위는 HTML의 Document를 포함합니다.

WebBrowser 컴포넌트 내에서 넥사크로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url 속성값으로 지정하거나 HTML 코드 내에서 IFR

AME 태그로 넥사크로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하는 경우에 Edit 계열 컴포넌트의 이벤트는 WebBrowser 컴포

넌트 밖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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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작성일 설명

48534 2016-12-22 Input DOM node에서 발생한 이벤트는 InputElement에서 직접 처리하고 sto

pPropagation 메소드를 호출해 Document로 이벤트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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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선택하는 경우 선택영역이 원하는 영역과 다르게 선택됩니다. Grid 컴포넌트 내 다중선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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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과정에서 선택영역이 다르게 선택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브라우저 제약 발생 환경

[Runtime] showzoomcombo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화면 확대, 축소 기능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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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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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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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넌트 위에 머무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RP 작성일 설명

1.4.7 TextArea 컴포넌트의 align 속성 제약

TextArea 컴포넌트의 align 속성을 지정할 때 수직 정렬 값은 "top"만 지원하며 수평 정렬 값은 수평 스크롤바가 활

성화된 경우 "left"만 지원합니다. 수평 스크롤바는 wordwrap 속성값과 scrollbars 속성값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 경

우 입력된 텍스트 길이에 따라 활성화됩니다.

wordwrap: none

scrollbars: autoboth, alwayshorz, fixedboth, fixedhorz, autohorz

RP 작성일 설명

71468 2017-01-18 런타임, 웹브라우저 기능 제약입니다. "top" 또는 "left" 속성값 이외의 다른 속

성값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4.8 default.xtheme 파일에 controlbutton 스타일을 적용하지

않음

넥사크로 스튜디오 설치 시 제공되는 default.xtheme 파일에 Grid 컴포넌트의 controlbutton 속성에 대한 스타일

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71548 2017-01-24 제품 초기부터 default.xtheme 파일에 포함되지 않은 스타일 속성값입니다. 이

미 해당 스타일 속성을 재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많아 default.xthe

me 파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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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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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System.print 처리 방식

[Runtime] WebBrowser 컴포넌트와 상관없이 Form 영역 모두 인쇄

Chrome, Edge, Firefox, IE, Safari WebBrowser 컴포넌트가 포함된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영역만 인쇄

아래 그림 같은 경우 Form에 Edit 컴포넌트 2개가 위아래로 배치되어 있고 오른쪽에 WebBrowser 컴포넌트가 배치

되어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ystem.print 메소드 호출 시 런타임 환경에서는 빨간색 영역을 인쇄하지만 웹브라

우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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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타임과 웹브라우저가 다르게 구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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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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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on, e:nexacro.ClickEvent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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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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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alert("TEST"); // Application object alert method

}

아래 그림과 같이 넥사크로플랫폼에서 재정의한 메소드는 내부적으로 연계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코드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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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메소드와는 다른 형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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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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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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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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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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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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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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넥사크로플랫폼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eval 함수나

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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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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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의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값의 길이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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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 작성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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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속성값 길이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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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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Fullscreen 설정 시 키패드가 입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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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은 FullScree

n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4.15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가 최상

위에 표시되는 현상

안드로이드 런타임에서는 WebBrowser 컴포넌트 위에 다른 컴포넌트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팝업으로 표시되는 컴

포넌트도 WebBrowser 컴포넌트와 겹쳐지는 경우 WebBrowser 컴포넌트 아래 표시됩니다.

RP 작성일 설명

78897 2018-03-15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를 포함한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제약이 있습니다.

1.4.16 애플리케이션을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경고 메시지가 표

시되는 오류

IE 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개발자 도구를 열고 콘솔 탭 선택 시 아래와 같은 경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해당 경고 메시지는 Generate 과정에서 생성되는 HTML 파일의 조건부 주석 처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

고 메시지입니다. 경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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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처리 구문을 수정할 경우 운영중인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문 오류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X) <!--[if gt IE 8]><!DOCTYPE html><!--<![endif]-->

(O) <!--[if gt IE 8]><!--><!DOCTYPE html><!--<![endif]-->

RP 작성일 설명

81813 2018-09-19 해당 오류는 수정되어야 하지만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4.17 Cell 오브젝트가 편집 상태가 아니라도 텍스트가 마우스 조

작으로 선택되는 현상

Grid 컴포넌트의 head, summary Band 영역의 셀은 컨트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편집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마우스 더블 클릭 또는 마우스 드래그로 텍스트 선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body Band의 경우에도 edittype 속성값

이 "none"인 경우에는 편집 모드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더블 클릭 또는 마우스 드래그로 텍스트 선택을 할 수 없

어야 합니다.

또한 edittype 속성과 Band 영역에 상관없이 셀의 editdisplay 속성 값이 "display"인 경우 나타나는 컨트롤은 편집

상태의 컨트롤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 선택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버그 동작으로 Cell 오브젝트의 속성이 아래의 경우 편집상태가 아니더라도 마우스 조작으로 텍스트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어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 Head Band Cell

editdisplay=display

- Body Band Cell

editdisplay=display

RP 작성일 설명

86141 2019-07-15 해당 오류는 수정되어야 하지만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을 미칠 수 있어 오류

를 수정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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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미구현된 CSS를 통한 Cell 오브젝트 스타일 작성 시 넥사크

로 스튜디오에 설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css 파일에서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스타일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css 파일 작성 시 설정한 스

타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Cell 오브젝트의 스타일을 css 파일에서 설정하는 기능은 미구현된 기능으로 지원하지 않

습니다.

Cell

{

padding : 3 3 3 3;

}

css 파일에서 Cell 오브젝트의 스타일 설정 후 Grid Contents Editor에서 확인해보면 css 파일에서 지정한 Cell 스타

일이 설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동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구현된 기능이 넥사크로 스튜디오에 반영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오류이지만,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

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73784 2019-05-27 해당 오류는 수정되어야 하지만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오류를 수정하

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4.19 컨텍스트 메뉴에서 "실행취소" 항목 선택 시 동작 방식의

차이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제약입니다.

컴포넌트에 입력된 문자열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컨텍스트 메뉴를 실행하고 '삭제' 또는 '잘라내

기'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한 후 컨텍스트 메뉴를 실행하고 '실행취소' 항목 선택

했을 때 동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자의 '실행취소' 선택에 대한 이벤트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넥사크로플랫폼에서 사용자의 "실행



44 | 제품제약사항, 릴리스 노트

취소" 명령 처리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넥사크로플랫폼에서는 컨텍스트 메뉴에서 '실행취소' 선택 시 동작을 보장하지 않으며 선택 이후의 동작 역시 보장하

지 않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는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컨텍스트 메뉴 실행 시 '실행취소' 메

뉴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에 따라 컨텍스트 메뉴 실행 시 '실행취소' 메뉴가 표시되지 않거나 비활

성화된 상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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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Edge 브라우저 엔진 변경에 따라 제약사항을 수정합니다.

Edge 버전에 따라 동작 방식이 다릅니다.

91772 2021-03-23 해당 제약 분류를 '브라우저별 기능 차이'에서 '제품 기능 제약'으로 변경합니다.

제약 내용도 기능 차이가 아니라 동작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1.4.20 Form 오브젝트의 onload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컴포

넌트의 크기를 잘못 가져오는 동작

iOS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컴포넌트의 right 속성값을 0 또는 bottom 속성값을 0으로 설정한 경우 Form 오브젝트

의 onload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컴포넌트의 getOffsetWidth, getOffsetHeight 메소드 실행 시 잘못된 값을

반환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94346 2022-05-13 해당 오류는 수정되어야 하지만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오류를 수정하

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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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RTL 설정 시 기능 제약

1.5.1 RTL 설정 시 getCaretPos 메소드 처리 결과

Chrome, Edge(80 이상 버전), Opera 브라우저에서 RTL 설정 시 편집 영역에 아랍어, 영어, 숫자 순으로 입력한 문

자열 중간에 캐럿이 위치한 경우 getCaretPos 메소드 실행 결과값이 다른 브라우저와 다르게 처리됩니다.

RTL 설정 시 getCaretPos 메소드 실행 결과값은 브라우저, 브라우저 버전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48750 2016-09-07 Chrome 브라우저 동작 방식의 차이입니다.

2020-04-21 Chrome, Edge(80 이상 버전), Opera 브라우저에서 발생 현상 확인했습니다.

1.5.2 RTL 설정 시 WebBrowser 컴포넌트 적용 제약

RTL 설정 시 WebBrowser 컴포넌트 내 표시되는 콘텐츠의 방향은 RTL 설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68436 2016-09-29 WebBrowser 컴포넌트는 내부적으로 IFRAME 태그를 사용합니다. IFRAME

내 표시되는 콘텐츠는 애플리케이션이 보이는 Document object와 다른 Docu

ment object로 처리하기 때문에 RTL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컴포넌트 내 표시

되는 스크롤바도 마찬가지로 RTL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5.3 RTL 설정 시 편집 영역에서 스크롤바, 캐럿 동작 방식

RTL 설정 시 편집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에서 키보드 Home, End 버튼을 입력했을 때 스크롤바와 캐럿 위치가 브라

우저에 따라 다릅니다.

브라우저 정상여부 동작 방식

[Runtime], Edge(44 이하 버전) 정상 Home 버튼 입력 시 스크롤바와 캐럿이 왼쪽으로 이동하

고 End 버튼 입력 시 오른쪽으로 이동

Chrome, Edge(80 이상 버전)

Safari

이상동작 Home 버튼 입력 시 스크롤바와 캐럿이 오른쪽으로 이동

하고 End 버튼 입력 시 왼쪽으로 이동

Firefox 이상동작 Home 버튼 입력 시 스크롤바와 캐럿이 오른쪽으로 이동

하나 End 버튼 입력 시 캐럿이 사라지고 스크롤바가 동작

하지 않음

IE 이상동작 Home, End 버튼 입력 시 스크롤바와 캐럿이 왼쪽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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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RP 작성일 설명

69813 2016-10-20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편집 영역에 텍스트 방향이 LTR인 문자열만 있는 경우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2020-04-21 Edge 브라우저 엔진 변경에 따라 제약사항을 수정합니다.

Edge 버전에 따라 동작 방식이 다릅니다.

1.5.4 RTL 설정 시 일부 이미지가 깨져 보이는 현상

IE8 환경에서 컴포넌트의 rtldirection 속성값을 "rtl"로 설정 시 일부 PNG 파일 형식 이미지를 반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깨져서 표시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IE9 이상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PNG 파일 대신 다른 이미지 파일(JPG, BMP, GIF)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70330 2016-11-04 IE8 브라우저의 렌더링 엔진 제약 사항입니다.

1.6 제품제약사항 제외 항목

1.6.1 애플리케이션에서 동기 통신 지원 제약

iOS 런타임 애플리케이션은 동기 통신을 지원하지 않으며 비동기 방식만 지원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42234 2015-05-12 iOS 런타임 애플리케이션의 바이너리/압축 통신은 DeviceAPI를 사용해 구현되

어 있습니다.

iOS에서 제공하는 WebView 환경에서는 동기 통신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19-12-24 2019년 12월 iOS 최소 사양을 iOS 9으로 변경 공지하며 UIWebView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은 제약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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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iOS 운영체제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에 로딩한 웹 문서

내 텍스트 편집 시 캐럿 표시 제약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웹 문서에서 contenteditable 속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텍스트 편집 영역 내

에서 캐럿 위치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텍스트 영역을 터치했을 때 해당 위치에 캐럿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OS 운영체제 런타임 실행 환경에서 발생하는 제약사항입니다. iOS 운영체제 런타임에서는 UIWebVie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UIWebView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캐럿 표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 키패드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정상적으로 캐럿이 표시됩니다.

RP 작성일 설명

80635 2018-08-17 iOS에서 제공하는 UIWebView 환경에서 contenteditable 속성을 사용하는 문

서 내 텍스트 편집 영역의 캐럿 표시 문제입니다.

2019-12-24 2019년 12월 iOS 최소 사양을 iOS 9으로 변경 공지하며 UIWebView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은 제약에서 제외합니다.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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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e:nexacro.KillFocusEventInfo) {

if(obj.value == null) obj.setFoc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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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작성일 설명

71955 2017-02-23 Edge 브라우저 버그입니다.

2020-04-21 Edge 브라우저 44.18362 버전에서 정상 동작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은 제약에서 제외합니다.

1.6.4 onkeydown, onkeyup, ontextchanged 이벤트 발생 순서

가 다른 현상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한글 또는 일본어 입력 시 이벤트 발생 순서가 브라우저에 따라 다릅니

다. 브라우저에 따른 이벤트 발생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Edge 브라우저에서 onkeyup 이벤트 함수 내에 입력된 한

글 또는 일본어 텍스트를 확인하는 스크립트를 포함하는 경우 입력값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처리 방식

Edge onkeydown > onkeyup > ontextchanged

[Runtime], IE, Chrome, Firefox, Safari onkeydown > ontextchanged > onkeyup

RP 작성일 설명

82252 2018-10-15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82900 2018-11-27 Edit 컴포넌트 외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공통적으로 발

생하는 현상임을 확인했습니다.

2020-04-21 Edge 브라우저 44.18362 버전에서 onkeydown > ontextchanged > onkey

up 순으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은 제약에서 제외합니다.

1.6.5 RTL 설정 시 편집 영역에 입력 시 캐럿 위치

Chrome 브라우저에서 RTL 설정 시 편집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에서 영문이나 숫자 입력 시 캐럿이 텍스트 앞부분

에 위치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68653 2016-09-05 Chrome 브라우저 동작 방식의 차이입니다. 캐럿의 위치를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지만 다른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정하지 않습니다.

2020-04-21 Chrome 브라우저 79.0.3945 버전에서 정상 동작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은 제약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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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4200

File Version 2022.11.14.1

2.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2.2.1 14.0.1.4201

RP 설명

95884

95865

95773

95717

95686

localhost 또는 HTTPS 환경에서 로딩 후 새로 고침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ystem.osversion 속성값이 이전 버전과 다르게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4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752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을 "alpha", "half" 중 하나의 값이 적용되도록 설정한 경우 클립

보드에서 일본어 전각 문자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시 전각 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런타임 환경에

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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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14.0.1.4202

RP 설명

95903 팝업창으로 실행 시 system.osversion 속성값이 이전 버전과 다르게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4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2.3 신규기능

1. Android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AndroidManifest.xml에 정의된 앱 버전 정보를 가져오는 기능을 추가했

습니다. (RP 45976)

설명

● PackageVersionCode = <manifest> 태그의 versionCode 속성으로 지정된 패키지의 버전 번호

● PackageVersionName = <manifest> 태그의 versionName 속성으로 지정된 패키지의 버전 이름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4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Objects > Misc. Objects > System > Method > getPackageVersion

2.4 변경기능

1. User-Agent String 프리징 정책에 따라 버전 출력 방식을 변경했습니다.(RP 95546, 95540)

설명

● 현재 User-Agent Client Hints 기능은 chrome, chromium에서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chrome 기준으로 107 버전부터 옵션을 제공합니다.

● chrome://flags에서 아래 기능 설정 후 사용 가능합니다.

○ Experimental Web Platform features

■ Enabled

○ Reduce User-Agent request header

■ Enabled

● 관련 자료

○ https://www.chromium.org/updates/ua-reduction/

변경 전 • 이전 동작과 동일합니다.

https://www.chromium.org/updates/ua-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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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nexacro14lib에 파일 추가

○ framework/System.json

○ framework/SystemInfo.js

● nexacro Studio에서 Generate, Deploy 출력 내용 변경

○ SystemInfo.js 제외한 모든 js 파일에는 defer 값 설정

○ 관련 파일 : index.html, quickview.html

● 아래 이미지는 Merge 옵션을 사용 한 index.html 입니다.

● defer 값으로 인해 SystemInfo.js 파일을 가장 먼저 로드하고 나머지 js파일을 순차적으로 로드

합니다.

설명

2.5 오류수정

2.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95489 Calendar 컴포넌트의 calendaredit 영역 텍스트를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Backspace 키 입력 시 삭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5399 Calendar 컴포넌트에서 월 또는 일 입력값을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 수정 시 입력한 값 일부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4.0.1.40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158 Calendar 컴포넌트에서 날짜값을 직접 입력 시 잘못된 값으로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구글 크롬,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일본어 IME 모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95407 Combo 컴포넌트의 combolist를 펼친 상태에서 스크롤 이동 후 combolist를 닫았다가 다시 펼치면 아이템 위

치가 잘못 표시되거나 아이템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OS/iPadOS 운영체제에서 사파리 브라

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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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93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을 "filter"로 설정하고 comboedit 영역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서 combolist

를 펼친 후 닫습니다. comboedit 영역에서 키워드를 지운 후 다른 키워드 입력 시 입력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데

이터가 있어도 combolist가 펼쳐지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구글 크롬,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14.0.1.3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Edit

RP 설명

95239 Edit 컴포넌트의 maxlength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입력된 텍스트 중간에 caret을 위치시키고 Backspace 키 입

력으로 삭제한 경우 caret 위치가 한 칸 뒤로 밀려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14.0.1.40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052 Dataset 오브젝트에 없는 칼럼을 Edit 컴포넌트의 BindItem columnid로 설정한 경우 Edit 컴포넌트에 값이 입

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4930 Form 오브젝트의 onload 이벤트 핸들러 함수에서 Edit 컴포넌트에 바인딩 된 Dataset 오브젝트의 칼럼값을 0

으로 설정한 후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를 이동하면 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481 텍스트 입력 중 미확정 상태에서 step 변경 시 onstepchanged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다른 Edit 컴포넌트

의 setFocus 메소드를 실행하는 경우 이전 입력 상태에서 미확정 상태의 값이 붙여넣기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iPadOS 운영체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일본어 IME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Download

RP 설명

95075 FileDownload 컴포넌트의 download 메소드 실행 시 내려받은 파일명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

로이드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38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9538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텍스트 편집 영역에 값 입력 중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옮겼다가 다시 Grid

컴포넌트로포커스를옮기면 Grid 컴포넌트의스크롤시정상적으로동작하지못하는오류를수정했습니다(iOS

16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019

94951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checkbox"이고 style 속성값이 "cursor:hand"인 상태에서

바인딩 된 칼럼값이 true 값인 경우 style 속성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919 Grid 컴포넌트의 focused Pseudo 값을 XCSS에서 지정한 상태에서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c

ombo"이고 combodisplay 속성값이 "edit"인 셀 클릭 시 focused Pseudo 값이 계속 유지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95345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filter 속성값이 "integer"이고 editautoselec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텍스

트 편집 영역을 터치해서 포커스 이동 시 키패드가 올라오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OS 16 운영체제 S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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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MaskEdit

RP 설명

95004 MaskEdit 컴포넌트에 BigDecimal 타입 데이터 바인딩 시 소수점 6자리가 표현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lugin

RP 설명

95415 Plugin 오브젝트에서 classid 속성값을 Microsoft Excel Application으로 설정하고 Worksheets에 대한 getPr

operty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ab

RP 설명

95028 Tab 컴포넌트의 moveTabpage 메소드 실행 후 removeTabpage 메소드 실행 시 Tab.tabpages.length 속성

값이 잘못된 값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extArea

RP 설명

95141 TextArea 컴포넌트를 스크립트에서 생성한 후 scrollbars 속성값을 "fixedvert"로 설정하고 cssclass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콘텐츠의 내용이 없어도 스크롤바가 Enable 상태가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4.0.1.1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cssclass 속성값으로 설정한 XCSS 코드에 스타일 속성을 설정하지 않아도 발생하

는 오류입니다).

WebBrowser

RP 설명

94680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waitcursor가 WebBrowser 컴포넌트 위에 표시될 때 WebBrowser 컴포넌트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921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페이지에서 XMLHttpRequest 통신 시 발생하는 에러 메시지가 정상적으

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HTM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397 WebBrowser 컴포넌트를 포함한 화면에서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WebBrowser 컴포넌트가 깜빡이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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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5511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filter 속성값이 "number"이고 editautoselec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포커

스 이동 시 편집 영역이 자동으로 전체 선택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MaskEdit 컴포넌트의 autoselec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포커스 이동 시 편집 영역이 자동으로 전체 선택

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16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344 Edit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이 "number"이거나 MaskEdit 컴포넌트의 mask 속성값을 숫자 마스크 문

자로 설정한 경우 컴포넌트의 편집 영역을 터치해서 포커스를 이동한 후 값 입력 시 잘못된 값이 입력되거나 입

력된 값이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OS 16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418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수신할 데이터 형태가 CSV인 경우 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819 컴포넌트의 positionstep 속성값을 -1로 설정한 경우 step 변경 시 컴포넌트의 Z-Order가 변경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94802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을 "alpha", "half" 중 하나의 값이 적용되도록 설정한 경우 클립

보드에서 일본어 전각 문자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시 전각 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HTML5 환경에

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774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수신할 데이터 칼럼 타입이 FLOAT이고 데이터 값이 음수인 경우 양수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719 MaskEdit, Calendar 컴포넌트에 숫자 키패드를 사용해 숫자 입력 시 값이 중복되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일본어 IME 전각 모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698 컴포넌트에 바인딩 된 Dataset 오브젝트의 데이터 Row 수가 0인 경우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변

경한 후 true로 변경하면 enable 상태가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4363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strFormURL 파라미터로 설정한 화면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HTM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2.5.2 접근성

RP 설명

95529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텍스트 편집 영역이 없는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시 현재 컴포넌

트 정보를 읽은 후 "편집창"이라고 읽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구글 크롬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센스리더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524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컴포넌트에 방향키로 선택상자 이동을 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E, 구글 크

롬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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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기타

RP 설명

94920 마이플랫폼 AxMSIE 컴포넌트에서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한 후 마이플랫폼에 있는 Button 클릭 시 이

벤트가 바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 내 WebBrowser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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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4100

File Version 2022.6.21.1

3.2 신규기능

1. LauncherService 에 commthreadcount, commthreadwaittime 속성을 추가하고 nexacro.xml 에 반영되도

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 94092).

설명

● commthreadcount : 넥사크로플랫폼 Engine이 사용하는 통신 Thread 개수를 지정

● commthreadwaittime : 넥사크로플랫폼 Engine이 사용하는 통신 Thread 종료 전 대기 시간(초)을 지정

● 런처 서비스 1.1.0.36 버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런처 서비스 가이드 (http://docs.tobesoft.com/launcher_service#a070388c397726b5)을 참

고하세요.

3.3 변경기능

1. 구글 플레이 정책에 위반으로 앱 차단 경고를 받는 코드를 변경했습니다(RP 93824).

http://docs.tobesoft.com/launcher_service#a070388c397726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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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경 전 • 정책에 위배되는 API로 인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후 • 정책에 위배되는 API를 제거했습니다.

3.4 오류수정

3.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Dataset

RP 설명

93896 Dataset 오브젝트의 keystring 속성값을 스크립트로 설정한 후 데이터를 추가하고 같은 값으로 keystring 속성

값을 스크립트에서 설정 시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4.0.1.38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

니다).

Edit

RP 설명

94460 Edit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로 설정한 후 글자 입력이 되지 않거나 조합형 문자 입력이 깨

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4.0.1.28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load

RP 설명

93380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선택한 파일을 다시 선택했을 때 onitem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93416 Grid 컴포넌트의 autosizebandtype 속성값이 "summary", autosizingtype 속성값이 "row"인 경우 setForm

atColProperty 메소드를 band 속성이 "left"로 설정되도록 실행하면 summary band에 autosizebandtype 속

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547 Grid 컴포넌트의 onmousemove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setCellProperty 메소드로 tooltiptext 속성값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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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후 마우스 휠을 스크롤하면 현재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셀의 스타일이 잘못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MaskEdit

RP 설명

87153 MaskEdit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설정하고 탭키를 사용해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후 다시

MaskEdit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시 캐럿이 이전 컴포넌트에 남아 있고 MaskEdit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

t 속성에 설정한 값이 사라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E8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Menu

RP 설명

93742 Menu 컴포넌트의 PopupMenu에 subItem이 있을 때 PoupMenu가 표시되는 위치가 잘못 처리되어 subIte

m을 가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93582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한글 입력 후 password 속성값이 true인 Edit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시 이전 컴포넌트에서 입력한 글자가 value 속성값으로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런

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4579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strOutDatasets 파라미터 값으로 2개 이상의 Dataset 오브젝트를 설정한 경우 첫

번째 Dataset 오브젝트 데이터만 처리되고 나머지 Dataset 오브젝트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238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nDataType 파라미터값을 "1"로 설정하고 정수형 데이터에 음수값이 포함된 경우

0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575 Tab 컴포넌트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가 배치된 Tabpage로 탭 전환 시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412 Div 컴포넌트 내 WebBrowser 컴포넌트가 배치된 경우 Div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했을 때

WebBrowser 컴포넌트는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294 PopupDiv 컴포넌트 내 Edit 컴포넌트가 배치된 경우 Edit 컴포넌트 터치 동작 시 PoupDiv 창이 닫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501 Dataset 오브젝트에 ConstColumn 값이 설정된 상태에서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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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접근성

RP 설명

93436 Grid 컴포넌트의 treecell 체크박스 상태를 읽어주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HTML5 환경에서 발생한 오

류입니다).

3.4.3 기타

RP 설명

94387 플러그인 형태로 실행 시 브라우저에 스크롤바가 있는 경우 넥사크로플랫폼 플러그인 화면 위에서 마우스 휠 스

크롤을 조작했을 때 브라우저 스크롤바가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4127 targetSdkVersion을 31로 설정한 경우 Notification을 수신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115 Xcode에서 시뮬레이터로 빌드 시 nexacro14.framework 라이브러리에 x86_64, i386 모듈이 누락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iOS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055 넥사크로플랫폼 17에서 open 메소드로 Modeless Window를 띄우고 WebBrowser 컴포넌트 url 속성을 지정

해 플러그인 형태로 넥사크로플랫폼 14 앱을 실행 시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중에 열려진 창을 닫거나 플러그

인을 재시작하면 open 메소드를 실행한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

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697 시스템에 설치되지 않는 폰트를 설정한 경우 팝업창을 반복해서 띄울 때 윈도우 운영체제 GDI 핸들 증가로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669 cachelevel을 "dynamic"으로 설정한 애플리케이션을 플러그인 형태로 2개 이상의 WebBrowser 컴포넌트에

서 실행한 경우 WebBrowser 컴포넌트 내 콘텐츠를 재로딩 시 지정한 캐시 동작을 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630 WebBrowser 컴포넌트 또는 Plugin 컴포넌트가 여러 개 겹쳐져 표시되는 경우 창을 움직이거나 크기 변경 시 C

PU 점유율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93455 DeviceAdaptor 오브젝트에서 nexacro._addExtensionModule 함수의 파라미터값에 확장자 없이 호출하는

경우 강제로 ".dll" 확장자가 붙어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422 업데이트를 위한 리소스 다운로드 시 HTTP 헤더에 content-length 정보가 없는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251 실행중인 화면 스크롤을 이동한 후 창을 최소화했다가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오면 스크롤 위치가 상단으로 변경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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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2213 도움말 항목 중 WebBrowser 컴포넌트의 onusernotify 이벤트 설명 중 실제 동작과 다르게 기재된 정보를 수

정했습니다.

94343 도움말 항목 중 ColumnInfo 오브젝트의 type 속성 설명 중 실제 동작과 다르게 기재된 정보를 수정했습니다.

93189 도움말 항목 중 GridDragEventInfo 오브젝트의 clientX 속성 지원 환경이 실제 동작과 다르게 표기된 것을 수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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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4000

File Version 2021.12.14.1

4.2 보안 조치

1. 엔진 설치파일(nexacro14_SetupEngine.exe)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디지털 서명 여부를 체크하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RP.92524)

설명

● 엔진 설치파일(nexacro14_SetupEngine.exe)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디지털 서명 여부를 체크하여 디지털 서명이 되지

않은 파일은 업데이트 하지 않습니다.

2. VirtualFile 의 copy 메소드 실행 시 접근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팝업창이 발생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

92527)

설명

● copy 메소드 실행 시 사용자에게 접근 허용 여부를 확인 한 후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위치의 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Objects > DeviceAPI > VirtualFile > Method > copy

3. VirtualFile 의 rename 메소드 실행 시 접근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팝업창이 발생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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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rename 메소드 실행 시 사용자에게 접근 허용 여부를 확인 한 후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위치의 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Objects > DeviceAPI > VirtualFile > Method > rename

4.3 변경기능

1. 구글 플레이 정책으로 targetSdkVersion 을 30으로 변경했습니다.(RP 93445)

설명

•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 을 참고바랍니다.

https://developer.android.com/distribute/best-practices/develop/target-sdk?hl=ko

변경 전 • targetSdkVersion 26

변경 후 • targetSdkVersion 30

2. NexacroWKWebViewDelegate를 nexacro14.framework 사용자에게 노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RP 9276

4)

설명

변경 전 • WKWebView delegate 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변경 후

• WKWebView delegate 관련 이벤트를 받을 수 있도록 NexacroWKWebViewDelegate를 nexa

cro14.framework 사용자에게 노출하고 재정의한 NexacroWKWebViewDelegate를 전달할 수 있

는 인터페이스를 추가 했습니다.

4.4 오류수정

4.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https://developer.android.com/distribute/best-practices/develop/target-sdk?hl=ko


64 | 제품제약사항, 릴리스 노트

Combo

RP 설명

93054 Combo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속성값으로 컬럼이 하나이고 int 타입으로 설정된 Dataset 오브젝트를 설정

한 후 index 속성값을 0으로 설정한 경우 value 값이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015 Div 컴포넌트 내 Combo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Combo 컴포넌트의 onitemchanged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

서 다른 컴포넌트의 setFocus 메소드 실행 시 포커스가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93104 Edit 컴포넌트의 텍스트 편집 영역에서 Backspace 키로 값을 지울 때 ontextchanged 이벤트 핸들러 함수에서

value 값을 변경하면 ontextchanged 이벤트가 한번 더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HTM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050 Edit 컴포넌트의 ontextchanged 이벤트 핸들러 함수에서 value 값을 변경하고 setCaretPos 메소드를 실행하

는 경우 변경된 값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814 Edit 컴포넌트의 텍스트 편집 영역에서 Delete 또는 Backspace 키 입력 시 ontextchanged 이벤트 핸들러 함

수에서 getCaretPos 메소드를 실행하면 잘못된 값을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Download

RP 설명

92553 FileDownload 컴포넌트에서 url 속성값에 한글 주소값을 인코딩해서 설정한 경우 파일 다운로드가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iOS 운영체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ImageViewer

RP 설명

92719 ImageViewer 컴포넌트에서 특정 이미지를 로딩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interlace type이 "PNG_INTERLACE_ADAM7"인 PNG 파일 사용 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MaskEdit

RP 설명

93354 MaskEdit 컴포넌트에 숫자값 입력 후 삭제 시 잘못된 값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런타임 환경에서 실

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188 MaskEdit 컴포넌트의 텍스트 편집 영역에서 Backspace 또는 Delete 키 입력 시 입력값이 삭제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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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44 MaskEdit 컴포넌트의 locale 속성값이 "vi_VN", mask 속성값이 "#,###.#"일 경우 value 값에 "0.1"을 설정하

면 잘못된 값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Grid

RP 설명

93500 Grid 컴포넌트의 컬럼 band 속성값을 "left" 또는 "right"로 설정하고 스크롤 동작 후 컬럼 크기를 변경했을 때

컬럼 head의 text 속성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HTM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191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 또는 "none", selecttype 속성값이 "cell" 또는 "row"이고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checkbox"인 셀에서 Enter 키 입력 시 onenterdown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

에 moveToNextCell 메소드가 실행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129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decoratetext"이고 wordwrap 속성값이 "char"인 경

우 height 속성값을 동적으로 변경 시 여백이 생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93017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인 경우 Enter 키 입력 시 onenterdown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

에 moveToNextCell 메소드가 실행하면 편집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4.0.1.3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370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인 경우 Expand Button 클릭 시 onexpandup 이벤트 핸들러

함수내에서 setColumn 메소드를실행하고 oncolumnchanged 이벤트핸들러함수내에서moveToNextCell

메소드 실행 시 setColumn 메소드에서 변경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286 Grid 컴포넌트의 컬럼 band 속성값을 "left" 또는 "right"로 설정하고 스크롤 동작 후 컬럼 크기를 변경했을 때

스크롤바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HTM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833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row"이고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decoratetext

"이고 fs(fontsize) 태그를 사용한 경우 Row의 높이를 계산하기 위한 처리 시 fs 태그를 사용해 변경된 글자 크

기가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93336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컨텍스트 메뉴 실행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

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39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963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S 펜으로 편집 영역 터치 시 키패드가 올라오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삼성 갤럭시 시리즈에서 "S 펜으로 텍스트 입

력하기 옵션"을 활성화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92889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align 속성값을 "right"로 설정한 경우 오른쪽 끝에 있는 글자가 잘

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HTM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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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3220 MaskEdit, Calendar 컴포넌트 텍스트 편집 영역에서 마우스 드래그 동작으로 텍스트 전체 선택 후 End 키를

입력한 경우 Delete 키가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207 MaskEdit, Calendar 컴포넌트 텍스트 편집 영역에서 마우스 드래그 동작으로 텍스트 전체 선택 후 값을 입력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962 system.execShell 메소드 실행 시 strShellCommand 파라미터 값으로 설정한 경로에 실행을 허용하지 않는 확

장자와 같은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실행이 되지 않은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실행 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92542 transaction 메소드 strURL 파라미터값 설정 시 설정값 끝에 공백문자가 포함된 경우 공백문자를 포함해 인코딩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176 컴포넌트의 visible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하면 clientToScreenX, clientToScreenY 메소드 실행 시 좌표값이 0

으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411 컴포넌트의 position 속성값이 "fixed"인 경우 스크롤 동작 시 컴포넌트 위치가 고정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Edge, Chrome, Safari, Firefox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36928 Div 컴포넌트 내 배치된 컴포넌트의 position 속성값이 "fixed"인 경우 스크롤 동작 시 컴포넌트 위치가 고정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HTM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4.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3215 Form에 배치된 컴포넌트가 2개 이상인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서 컴포넌트의 taborder 속성값 변경

시 입력한 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4.3 기타

RP 설명

93335

93303

화면에 텍스트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12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92911 screenwidth를 설정하고 앱 실행 후 화면 방향 변경 시 화면 비율 보정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795 팝업창에 있는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NexacroAX 호출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746 64비트 환경에서 프로토콜 어댑터의 getHTTPHeader 함수 실행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

드로이드 운영체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762 autozoom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브라우저 데스크탑 모드 실행 시 autozoom 처리를 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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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3084 도움말 항목 중 Plugin 오브젝트의 classid 속성 항목에 실행 시 제약 사항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92530 도움말 항목 중 VirtualFile 오브젝트의 rename 메소드 설명에 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실행 시 제약 사항을 추

가했습니다.

92527 도움말 항목 중 VirtualFile 오브젝트의 copy 메소드 설명에 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실행 시 제약 사항을 추가

했습니다.



2021-07-13 (7월 정기버전)

5.

5.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3900

File Version 2021.7.13.1

5.2 보안 조치

1. Plugin 컴포넌트에서 보안취약점을 가진 object를 classid로 설정하는 경우 callMethod 실행 시 실행 동의를

구하는 팝업창이 발생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92391)

설명

● 사용 동의하는 경우에만 callMethod 를 실행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callMethod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 안전하지 않은 object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ShellBrowserWindow

○ MMC20.Application

○ ShellWindows

2. Windows Runtime 환경에서 execBrowser 실행 시 특정 파라미터에 대해 execShell 과 동일한 수준의 제약사

항을 적용했습니다.(RP.92340)

설명

● Windows Runtime 환경에서 execBrowser 의 첫번 째 파라미터가 'http://', 'https://' 로 시작하지 않고 두번 째 파라미

터가 'default' 인 경우 보안이슈로 인해 execShell 과 동일한 수준의 제약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위치의 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Objects > Misc. Objects > System > Method > exec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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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오류수정

5.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hildFrame

RP 설명

90439 open 메소드를 사용해 모덜리스(Modeless) 창을 띄운 후 ChildFrame 오브젝트의 width, height 속성값 변경

시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HTM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Dataset

RP 설명

92476 Dataset 오브젝트의 deleteColumn 메소드 실행 후 addColumn 메소드를 실행하고 추가한 Column에 setCol

umn 메소드 실행 시 다른 Column도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4.0.1.23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

입니다).

Edit

RP 설명

92270 Edit 컴포넌트의 maxlength 속성값을 설정하고 글자 입력 시 maxlength 속성값보다 적은 글자를 입력하고 다

른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시 일부 글자가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한컴 입력

기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838 Edit 컴포넌트의 password 속성값이 true, autoskip 속성값이 true인 경우 maxlength 속성값을 설정하고 ma

xlength 속성에 설정한 길이만큼 입력하면 마지막 글자가 누락되고 다음 컴포넌트로 포커스가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크롬, Edge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다음 컴포넌트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

는 컴포넌트가 아닌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89785 Edit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설정하면 inputtype, inputfilter 속성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celImportObject

RP 설명

91953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im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Excel 파일 내 줄바꿈없는공백(0xC2A0)이 포함

된 경우 "&nbsp;" 문자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E11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809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importData 메소드가 실행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크롬 브라우저에

서 특정 확장 프로그램 설치 후 실행 시 발생한 현상입니다. 확장 프로그램에서 HTML Body 태그에 특정 스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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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추가하는 동작이 실행되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RP 설명

Grid

RP 설명

91426 Grid 컴포넌트의 onmousemove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setCellProperty 메소드로 Cell 오브젝트의 toolti

ptext 속성값을 설정하고 마우스 휠로 스크롤 이동 시 expr 구문으로 설정한 background 색상이 사라지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91175 Grid>#controlbutton:mouseover 스타일을설정한경우 controlbutton이 아닌 Row에 마우스오버시 color

속성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extArea

RP 설명

92202 TextArea 컴포넌트의 scrollbars 속성값을 "alwaysvert"로 설정하고 wordwrap 속성값을 "char"로 설정한 후

공백문자를 TextArea 컴포넌트 너비보다 많이 입력한 후 Home 키, End 키를 차례로 입력하면 스크롤바가 이

중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2398 WebBrowser 컴포넌트 내에서 로딩한 HTML 파일에서 nexacroax를 실행하고 있는 경우 양쪽 Form에 배치된

Edit 컴포넌트를 번갈아가며 2회 이상 텍스트 입력 시 글자 입력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

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351 Grid 컴포넌트의 setFixedRow 메소드 실행 후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appendData 메소드 실행 시 반

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298 ChildFrame 오브젝트의 showModal 메소드 실행 시 ChildFrame에서 로딩한 Form 오브젝트의 background

imageedge 속성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HTML DOCTYPE 설정을 수동으로 변경한 경우 발

생한 오류입니다).

92277 HTML 콘텐츠의 IFRAME 태그 내에서 넥사크로플랫폼 Form 로딩 후 TextArea 컴포넌트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서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옮기는 경우 포커스가 이동하는 시점에 입력한 문자가 텍스트 앞부분에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E11 브라우저에서 한컴입력기로 텍스트 입력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3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192 WebBrowser 컴포넌트 내에서 로딩한 HTML 파일에서 nexacroax를 실행하고 있는 경우 특정 영역을 클릭하

거나 스크롤 이동 시 비정상 종료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92173 HTML 콘텐츠의 IFRAME 태그 내에서 넥사크로플랫폼 Form 로딩 후 Combo 컴포넌트의 combolist 내 스크롤

조작 시 HTML 콘텐츠의 스크롤이 같이 움직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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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36 TextArea, Edit 컴포넌트에 한글 텍스트 입력 중에 단축키를 사용해 특수문자를 선택하고 입력하면 value 속성

값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에 값이 중복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실행 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91972 system.showModalSync 메소드 실행 시 ChildFrame 오브젝트의 openalign 속성이 설정되지 않으면 스크립

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4.0.1.35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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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34 CheckBox, Combo 컴포넌트 이미지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HTM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특정 위치에 화면 배치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358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CSV 형식으로 넘겨받은 데이터 시작이 콤마(,)인 경우 별도 데이터로 처리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48438 컴포넌트의 border 속성의 enumStyle 속성값을 "dotted" 또는 "dashed"로 설정하고 bordertype 속성의 en

umType 속성값을 "round"로 설정한 경우 Form 영역 확대 시 내부 영역이 라운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434 컴포넌트의 border 속성의 enumStyle 속성값을 "dotted" 또는 "dashed"로 설정하고 bordertype 속성의 en

umType 속성값을 "round"로 설정한 경우 일부 라운드 처리 영역이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

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5.3.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223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FInd In Files" 기능 실행 시 Find Result 창 메시지 개행 처리가 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5.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2340 도움말 항목 중 System execBrowser 메소드 실행 시 제약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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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3800

File Version 2021.3.23.1

6.2 신규기능

1. system.execBrowser() 메소드에 strBrowserOption 파라메터를 추가했습니다.(RP.91362)

추가된 파라메터 값

strBrowserOption system.execBrowser(strUrl)

system.execBrowser(strUrl, strBrowserOption);

입력한 URL 을 실행할 브라우저에 대한 옵션입니다.

> Default : null

지정한 값이 없는 경우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가 실행됩니다.

> "default" : 사용자가 OS 에 기본브라우저로 설정한 웹브라우저로 실행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메소드를 실행한 경우에는 해당 웹브라우저의 새탭(또는 새창)을 실행합

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위치의 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Objects > Misc. Objects > System > Method > exec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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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변경기능

1. 구글 플레이 정책에 위반으로 앱 차단 경고를 받는 코드를 변경했습니다.(RP 91535)

설명

변경 전 • 정책에 위배되는 API로 인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후 • 정책에 위배되는 API를 제거했습니다.

2. 웹 표준에 따라 html 파일의 DOCTYPE을 변경했습니다..(RP 91598)

설명

• Generate, Deploy 시 생성되는 html 파일 목록 입니다.

>> index.html, QuickView.html, Popup.html

변경 전 • <!--[if gt IE 8]><!DOCTYPE html><!--<![endif]-->

변경 후
•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 Transitional//EN" "http://www.w3.

org/TR/html4/loose.dtd">

3. 웹 표준에 따라 Edit계열 Component에 label 요소를 연결하도록 변경했습니다..(RP 91558)

설명

변경 전

• label 요소가 없었습니다.

변경 후

• label 요소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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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오류수정

6.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ombo

RP 설명

91130 Combo 컴포넌트의 accessibility.label 속성값으로 @ComponentID 설정 시 컴포넌트의 내용을 읽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10 운영체제 HTM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3300 이후 버전

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Dataset

RP 설명

91705 Dataset 오브젝트에서 deleteRow 메소드 실행 후 keystring 속성을 설정하고 다시 keystring 속성을 ''으로 설

정해 초기화하면 deleteRow 메소드 실행 시 삭제한 Row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4.0.1.31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375 Dataset 오브젝트의 filterstr 속성값을 빈값('')으로 설정했을 때 데이터가 초기화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91040 Dataset 오브젝트의 filter 속성값을 설정한 상태에서 keystring 속성값을 설정했다가 초기화하면 filter 속성 설

정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4.0.1.31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91421 Edit 컴포넌트에 한글 입력 시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에 저장되는 값이 다르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IE11 브라우저에서 한컴 입력기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669 Edit 컴포넌트에 한글 입력 시 조합 중 상태에서 다른 컴포넌트를 클릭해 포커스를 이동하면 마지막 글자가 삭제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076 Edit 컴포넌트의 hotkey 속성값을 설정하고 설정한 단축키 입력 시 해당 키 값이 Edit 컴포넌트에 표시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예를 들어 hotkey 속성값을 'SHIFT+X'로 설정하고 해당 단축키 입력 시 Edit 컴포넌트에 'X

'가 입력되는 오류입니다).

FileUpload

RP 설명

91185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파일을 선택한 다음 TAB키를 입력해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하면 value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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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Grid

RP 설명

90055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을 'row'로 설정하고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을 'image

'로 설정한 상태에서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addRow, setColumn 메소드를 실행해 새로운 이미지를 반

복적으로 추가할 때 추가한 이미지가 표시되지 못하고 기존 Row에 있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037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autofittype 속성을 설정하고 셀 편집 상태에서 한글을 입력하면서 ontextc

hanged 이벤트 핸들러 함수에서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값을 변경했을때 값이 잘못된 값이 화면에 표시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85735 Tab 컴포넌트의 focusacceptable 속성값이 true인 경우 SHIFT+TAB 키로 포커스를 옮긴 후 방향키로 탭 버튼

이동을 조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tatic

RP 설명

91320 Static 컴포넌트에서 usedecorate 속성값을 true로 설정 시 text 속성값에 ':'문자가 포함되면 지정한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텍스트가 누락되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4.0.1.3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1778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nDataType 파라미터값을 '2'로 설정한 경우 통신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iOS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빌드 시 AppDelegate.m 파일에 isDirect

옵션을 false로 설정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35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456 Div 컴포넌트의 async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url 속성값을 설정해 불러오는 Form 오브젝트의 onload 이벤트

핸들러 함수에서 Static 컴포넌트의 바인딩 된 text 속성값이 변경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173 IFRAME 태그 내에서 Form 화면이 실행된 경우 Div 컴포넌트 또는 Grid 컴포넌트 스크롤 시 Form 스크롤이 같

이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11 이상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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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디바이스 API

RP 설명

91157 FileDialog 컴포넌트에서 사용자가 변경한 filter index 값이 filterindex 속성에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6.4.3 기타

RP 설명

91334 앱 실행 후 background로 내렸다가 다시 foreground로 올리면 비정상 종료되거나 재실행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Android 11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2020-11-17 (11월 정기버전)

7.

7.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3700

File Version 2020.11.17.1

7.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7.2.1 14.0.1.3701

RP 설명

90967 Edit 컴포넌트에서 inputtype 속성을 설정하고 일본어 조합 입력 중 다른 컴포넌트로 이동하면 바인딩된 Datas

et 오브젝트의 값이 필터되기 전 값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

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37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3 오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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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90768 Calendar 컴포넌트에 값 입력 후 포커스를 이동했다가 다시 Calendar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하고 값을 변

경하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5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766 모달창으로 띄운 화면 내 Calendar 컴포넌트가 포함된 경우 Calendar 컴포넌트의 DatePicker가 중복 실행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90870 Edit 컴포넌트의 autoskip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maxlength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maxlength 속성값만

큼 텍스트가 입력된 상태에서 일본어 입력을 계속하면 포커스가 옮겨진 컴포넌트 편집창에 입력한 문자가 복사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765 Edit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이 "digit"일 경우 마우스 클릭과 단축키 입력을 반복하는 경우 숫자 외 다른

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606 Edit 컴포넌트에 텍스트 입력 시 마지막 글자를 SHIFT 키를 누르고 입력한 경우 마지막 글자가 중복 입력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9 이하 운영체제에서 쿼티키보드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527 Edit 컴포넌트에서 한글 입력 시 조합 상태에서 입력 문자를 삭제하고 다시 입력한 후 포커스를 이동하면 value

속성값으로 잘못된 값이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90306 Edit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입력 시 포커스가 빠졌을때 maxlength 속성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윈도우 7 운영체제에서 IE8, IE9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635 Edit 컴포넌트에 한글 텍스트 입력 시 바인딩된 Dataset에 마지막 글자가 중복되어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iOS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load

RP 설명

90591 FileUpload 컴포넌트에 여러 아이템이 있는 경우 index가 0으로 초기화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438 FileUpload 오브젝트에서 여러 개 파일을 등록하고 업로드 시 일부 파일이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

로이드 운영체에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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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RP 설명

90568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display 속성값이 "display"인 경우 값이 없는 셀 선택 시 값이 입력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I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90541 Grid 컴포넌트 편집 시 키패드내림 버튼을 눌러도 키패드가 내려가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6

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iOS 12 이하 버전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90505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both"인 경우 extendsizetype, wordwrap 속성값 설정에 따라 넥

사크로 스튜디오 화면과 실행 결과가 다르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ListBox

RP 설명

89425 ListBox 컴포넌트의 multiselect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로 여러 아

이템 선택 시 onitemchanged 이벤트가 선택한 아이템 개수만큼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90877 Tab 컴포넌트에서 tabpage 이동 시 on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1.3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715 Tab 컴포넌트에서 moveTabpage 메소드를 실행한 후 extrabutton 클릭 시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XPush

RP 설명

90134 XPush 오브젝트의 layouturl 속성값으로 URL 값을 설정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110 XPush 오브젝트 connect 메소드 실행 시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런타임 환

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0800 Tab 컴포넌트 또는 Div 컴포넌트 내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가 포함된 상태에서 텍스트 편집 시 stepi

ndex가 첫 번째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iOS 운영체

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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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89 Edit 컴포넌트의 onkeyup 이벤트 핸들러 함수에서 alert 메소드 실행 후 ENTER키 입력으로 alert 창을 닫으면

onkeyup 이벤트가 발생하며 alert 창이 계속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300 이후 버전에서 발생

한 오류입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033 Div 컴포넌트의 bringToFront 메소드를 실행할 때 Div 컴포넌트에 포함된 ListBox 컴포넌트의 스크롤 위치가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197 Div 컴포넌트 내 포함된 컴포넌트의 이벤트 핸들러가 Div 컴포넌트 상위 Form과 컴포넌트 상위 Form에 각각

등록된 상태에서 removeEventHandlerLookup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RP 설명

7.3.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011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모바일 사용 권한이 없는 라이선스 등록 시 Archive 관련 메뉴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7.3.3 기타

RP 설명

90695 Form 영역에서 마우스 드래그를 시작해서 브라우저 밖으로 이동해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IE8, 9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90578 파일 업로드를 위한 외부 모듈 사용 시 최초 파일 업로드 이후 파일 대화상자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런타임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212 IFRAME 태그 내 화면 로딩 시 팝업창을 띄우고 창을 움직였을때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개선했습니다.

7.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9414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border style 제약 관련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89190 도움말 항목 중 WebBrowser 컴포넌트의 callMethod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2020-07-28 (7월 정기버전)

8.

8.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3600

File Version 2020.7.28.1

8.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8.2.1 14.0.1.3601

RP 설명

90331 FileDownload 컴포넌트의 download 메소드 실행 시 앱이 비정상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운

영체제 런타임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3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 보안 조치

1. Plugin 컴포넌트에서 보안취약점을 가진 object를 classid로 설정하는 경우 callMethod 실행 시 실행 동의를

구하는 팝업창이 발생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89745)

설명

● 사용 동의하는 경우에만 callMethod 를 실행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callMethod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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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지 않은 object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Wscript.shell

○ Scripting.FileSystemObject

○ Adodb.Stream

○ Microsoft.DiskQuota

○ Shell.application

○ Shell.UIHelper

설명

8.4 신규기능

1. LauncherService 모듈을 추가했습니다.(RP.89452)

설명

● nexacro17에서 지원중인 LauncherService 모듈을 nexacro14에서도 지원되도록 모듈이 추가 되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Plugin 객체 없이 nexacro14 전용 브라우저를 실행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런처 서비스 가이드의 배포방법 (http://docs.tobesoft.com/launcher_service#aafa1d51bd0cac

d8)을 참고하세요.

8.5 오류수정

8.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88206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spin"인 경우 spin 버튼 클릭 시 연도값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iOS 운영체제 HTM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http://docs.tobesoft.com/launcher_service#aafa1d51bd0cacd8
http://docs.tobesoft.com/launcher_service#aafa1d51bd0cacd8


2020-07-28 (7월 정기버전) | 83

Dataset

RP 설명

88265 Tabpage 오브젝트의 text 속성값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filter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88380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 변경 시 confirm 창에서 사용자가 종료 취소를 선택하더라도 url 속성값이 변경되는

오류를수정했습니다(현재 url 속성값으로연결된 Form 오브젝트의 onbeforeclose 이벤트함수내에서 return

값을 설정해 confirm 창을 띄우고 사용자가 종료 취소를 선택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86799 Div 컴포넌트의 applystyletype 속성값이 "cascade,keep" 또는 "keep"인 경우 연결된 Form 오브젝트에 Grid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Grid 컴포넌트의 font 설정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89962 Edit 컴포넌트의 password, maxlength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스크립트에서 value 속성값을 ''으로 변경한 후

Edit 컴포넌트에 키보드로 값 입력 시 입력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802 이후 버전에서 발

생한 오류입니다).

85670 화면 로딩 시 value 속성값이 없는 Edit 컴포넌트가 늦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

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orm

RP 설명

86695 Form 오브젝트의 statustext 속성값을 설정한 상태에서 Edit 컴포넌트에 한글 또는 일본어 입력 시 웹브라우저

상태표시줄에 "NULL"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 수준

- 스크립트를 통해 상태 표시줄 업데이트 허용]을 '사용'으로 바꾸고 사용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86352 Form 오브젝트의 go 메소드로 화면 이동 시 이전 Form 오브젝트의 inline 스타일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Grid

RP 설명

89668 Grid 컴포넌트의 left 밴드를 설정한 경우 expand 버튼을 클릭했을 때 onlbuttondown, onrbuttondown, on

rbuttonup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GridMouseEventInfo 오브젝트의 clientX 속성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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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99 Grid 컴포넌트의 셀 편집 상태에서 값을 수정하고 expandbutton을 클릭해서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경우

onexpandup 이벤트 함수 내에서 변경된 컬럼값을 확인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iOS 운영

체제 HTM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488 Grid 컴포넌트의 left 밴드를 설정한 경우 셀 편집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onrbuttondow

n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GridMouseEventInfo 오브젝트의 clientX 속성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89254 Cell 오브젝트의 editdisplay 속성값을 "display"로 설정한 경우 터치 동작으로 셀 편집 상태 변경 시 키패드가

내려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250 Grid 컴포넌트의 autofittype 속성값이 "col"인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addRow 메소드 실행 시 스

크립트에서 컬럼값을 빈값으로 설정하는 경우 format 정보가 깨지면서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89119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row"이고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edittype 속성값이 "imag

e" 인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에 새로운 Row를 추가하고 컬럼값을 설정하면 Grid 컴포넌트의 스크롤

이 맨 위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872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tree"인 셀을 Grid 컴포넌트의 setCellProperty 메소드로 e

dittype 속성값을 수정하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61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autoselec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인접한 셀을 반복적으로 터치하는 경우

키패드가 내려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608 Grid 컴포넌트의 Cell 편집 모드에서 한글 입력 후 ENTER 키 입력 시 마지막 입력한 문자가 잘리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447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col"인 경우 연결된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 데이터에 영문 대소

문자가 혼합되거나 특수문자가 포함된 경우 글자가 잘려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124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을 "allband", autosizebandtype 속성값을 "both"로 설정한 경우 ap

pendContentsRow 메소드 실행 후 deleteContentsRow 메소드를 실행하면 Row는 삭제되지만, 삭제된 Ro

w 영역이 남아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386 Grid 컴포넌트의 setRealColSize 메소드 실행 시 nColIndex, nSize 파라미터값을 설정하고 bBandIndex 파라

미터값을 false로 지정한 경우 전체 컬럼 기준으로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385 Grid 컴포넌트의 setRealColSize 메소드 실행 시 nColIndex 파라미터값을 "-1"로 지정한 경우 bBandIndex 파

라미터가 기본값(true)이 아닌 false로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376 Grid 컴포넌트의 setRealColSize 메소드 실행 시 nPivotIndex 파라미터값 설정 시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RP 설명

GroupBox

RP 설명

89394 GroupBox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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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Box

RP 설명

89430 ListBox 컴포넌트의 index 속성값이 -1인 경우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후 아래 방향키 입력 시 두 번째 아이템

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427 ListBox 컴포넌트의 clearSelect 메소드 실행 시 onitem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skEdit

RP 설명

88220 MaskEdit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number"이고 mask 속성값에 소수점을 포함해서 설정한 경우 일본어 I

ME로 소수점 3번째 자리 입력 시 캐럿이 맨 앞으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Menu

RP 설명

88736 Menu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에 필터를 설정하는 등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 스크롤 위치가 초

기화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tatic

RP 설명

89131 Static 컴포넌트의 usedecorate 속성값이 true인 경우 text 속성값이 undefined이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TextArea

RP 설명

89676 TextArea 컴포넌트의 텍스트를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웹브라우저 메뉴 [Edit > Paste]를 실행한 경우 기존값 뒤

에 이어서 붙여넣기가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Browser

RP 설명

89470 WebBrowser 컴포넌트 내 연결된 콘텐츠의 input 태그 내 type 값이 "file"인 경우 파일 선택 버튼 클릭 시 파일

대화상자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운영체제 런타임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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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62 WebBrowser 컴포넌트를 Div 컴포넌트 내에 배치하고 Div 컴포넌트의 스크롤바가 활성화된 경우 WebBrows

er 컴포넌트에 연결된 콘텐츠 내 컴포넌트의 스크롤 이동 시 Div 컴포넌트의 스크롤이 같이 이동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RP 설명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90046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onkillfocus 이벤트 함수 내에서 alert 창을 띄우고 닫은 경우 컴포넌트에 포커스는

있지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없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7 운영체제 IE11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638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한글 입력 중 포커스를 이동한 경우 포커스를 이동한 컴포넌트(또

는 팝업창)에서 Enter키를 입력하면 중복된 onkeydown 이벤트가 발생하며 이벤트 함수 내 스크립트가 처리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359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블루투스 바코드 리더기 사용 시 특정 영문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547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조합문자 입력 중 Form 영역을 클릭하고 다른 컴포넌트를 클릭

해서 포커스를 옮기면 이전 컴포넌트에 입력한 마지막 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10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072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ontextchange 또는 onchar 이벤트 함수 내에서 EventInfo 오브젝트의 chartext

속성값을 변경하는 경우 컴포넌트의 inputfilter, inputmode, inputtype 속성값 설정이 무시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9079 PopupDiv, Popup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 실행 후 표시된 팝업창이 빈 영역을

클릭하거나 closePopup 메소드 호출로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245 Application 오브젝트의 httptimeout 속성값을 0으로 설정한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989 system.print 메소드 실행 시 수평 스크롤바가 인쇄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506 System 오브젝트의 navigatorversion 속성값이 -1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Safari 브

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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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9376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 MainFrame 오브젝트의 showcascadestatustext 초기값이 true로 표시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8912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rid 컴포넌트의 enableredraw 속성이 IntelliSense 기능으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85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js 파일 편집 시 XML 태그가 추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36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Popup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가 IntelliSense 기능으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3 기타

RP 설명

86701 Screen.systemos 속성값이 "android,ios"인 경우 화면을 가로로 회전했을때 width 값을 잘못 계산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698 Screen.autozoom 속성값이 true이고 sizeorientation 속성값이 "portrait"인 경우 화면을 가로로 회전했을때

width 값을 잘못 계산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9465 도움말 항목 중 ListBox 컴포넌트의 clearSelect 메소드 지원범위를 수정했습니다.

89371 도움말 항목 중 지원하지 않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삭제했습니다.

ChildFrame, MainFrame 오브젝트의 showstatusbar 속성 Remark 항목에서 "진행중인 통신 상태는 StatusB

ar 의 ProgressBa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87633 도움말 항목 중 MainFrame 오브젝트의 showtitlebar 속성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85469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의 applyChange 메소드 설명 중 이벤트 발생 여부를 잘못 표기한 것을 수정

했습니다.

84376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setRealColSize 메소드 nPivotIndex 파라미터 설명에 누락된 설정값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89745 도움말 항목 중 Plugin 오브젝트의 callMethod 메소드 항목에 변경된 동작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88966 도움말 항목 중 NexacroLauncherAX makeshortcut 메소드 파라미터 설정 시 제약 관련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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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3500

File Version 2020.04.21.1

9.2 오류수정

9.2.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Button

RP 설명

86178 Button 컴포넌트의 Background 속성값으로 image를 설정한 경우 Button 컴포넌트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alendar

RP 설명

89166 Calendar 컴포넌트 팝업에서 년도 초기값이 "0000"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1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iOS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165 Calendar 컴포넌트에서 값을 지정하고 포커스를 다른 컴포넌트로 옮기면 값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1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iOS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88869 Calendar 컴포넌트의 dateformat 속성값이 "yyyy-MM-dd", editformat 속성값이 "yyyyMMdd" 인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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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프로그램으로 포커스를 옮겼다가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으로 포커스가 바뀌는 경우 값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3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866 Calendar 컴포넌트의 dateformat 속성값이 "yyyy-MM-dd", editformat 속성값이 "yyyyMMdd" 인 경우 다

른 프로그램으로 포커스를 옮기는 경우 dateformat 값이 적용되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3

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Combo

RP 설명

88062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search", "filter", "filterlike" 중 하나인 경우 조합문자 (한글 또는 일본어)

입력 시 combolist가 닫히면서 입력한 글자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refox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86986 Combo 컴포넌트의 enabletouchevent 속성값이 true이고 type 속성값이 "search", "filter", "filterlike" 중 하

나인 경우 combolist에서 아이템 선택 후 combolist가 닫히면서 키패드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

roid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89180 Edit 컴포넌트에서 maxlength 속성 설정 시 지정된 길이보다 긴 일본어를 입력하고 다른 Edit 컴포넌트로 포커

스를옮기면길이를초과한값이입력되는오류를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실행시발생한오류입니다)

.

88956 Edit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히라가나 입력 후 backspace 키로 삭제하는 경우 ontext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

서 getCaretPos 메소드 실행 시 잘못된 값이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

한 오류입니다. Chrom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936 Edit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이 "digit"인 경우 IME candidatae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일본어가 입

력되고 value 속성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933 Edit 컴포넌트에서 한글 입력 시 조합 완료 전 캐럿을 이동하는 경우 잘못된 텍스트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iOS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201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주어지면서 키패드가 올라올때 스와이프 동작으로 Step 페이지를 이한 상태에서 키

패드를 입력하면 이전 Step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89134 Grid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는 Form 오브젝트의 onkeydown 이벤트 함수 내에서 confirm 메소드를 실행하

고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되어 있는 Dataset 오브젝트의 deleteRow 메소드 실행 시 삭제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0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337 Grid 컴포넌트에서 터치 동작으로 스크롤 시 oncellclick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4.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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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057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controlaccessibility 속성값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accessibility 속성값으로 처

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854 Grid 컴포넌트에서 formats 속성값 설정 시 태그가 잘못된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에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84306 스크립트로 Grid 컴포넌트의 column 추가 후 autosizingtype 속성값 변경 시 컬럼이 겹쳐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Spin

RP 설명

85862 Spin 컴포넌트의 max, min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onchar 이벤트 함수 내에서 false 값을 반환하면 value 속성

값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extArea

RP 설명

86923 TextArea 컴포넌트에텍스트입력후 Long Press 동작 시텍스트선택이되지않고컨텍스트메뉴가 "전체선택"

, "붙여넣기" 항목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운영체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9200 Grid, MaskEdit 컴포넌트에서 키패드 "+" 키 입력하면 발생하는 onkeyup 이벤트 함수 내에서 value 값 설정

시 다른 값이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735 Static 컴포넌트가 Div 컴포넌트내에배치된경우mouseover 상태에서마우스포인터가다른위치로이동해도

pseudo가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4.0.1.27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638 transaction 메소드에서 nDataType 값을 2(SSV)로 지정한 상태에서 여러 Dataset 오브젝트를 처리하는 경우

일부 데이터 값이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625 transaction 메소드에서 nDataType 값을 2(SSV)로 지정한 경우 컬럼 타입이 bigdecimal이면 서버에서 빈 값

을 넘겼을때 null값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602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nload 이벤트 함수 내에서 showModal 실행 시 크기 설정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88465 transaction 메소드에서 nDataType 값을 1로 지정한 경우 메소드 실행 시 서버 오류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14.0.1.3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iOS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950 모달창이 열린 상태에서 부모 프레임에 자식 프레임을 추가하고 모달창 오버레이 영역에 lbuttondown 동작이

발생하면 자식 프레임 화면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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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디바이스 API

RP 설명

86959 ImagePicker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strGetType 파라미터 값을 1로 지정하면 ContactSet 오브젝트

에 연락처 추가 시 이미지가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84440 LiteDBConnec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strDataSource 파라미터가 잘못된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815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화면 디자인 시 Grid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사용하지 않는 속성값(useinputpanel)이 소

스 코드에 추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4 기타

RP 설명

89205 iOS 13.4 운영체제에서 앱 구동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13.4 운영체제에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953 nexacroAX 임베딩시비정상종료되는오류를수정했습니다 (14.0.1.3201 이후버전에서발생한오류입니다.

IE 브라우저에서 nexacroAX 임베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938 GlobalVariable의 usecookie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strArgument 파라미

터로 지정한 GlobalVariable 값이 전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8878 도움말 항목 중 지원사양을 Edge 최신 버전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도움말 항목 중 지원하지 않는 npNexacroLauncherPlugin, npNexacroPlugin 오브젝트 항목을 제거했습니다.

도움말 항목 중 NexacroAX, NexacroLauncherAX 항목의 지원사양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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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3400

File Version 2019.12.26.1

10.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10.2.1 14.0.1.3401

RP 설명

88654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inputtype, inputfilter 속성값을 설정해 입력값을 제한한 경우 필터링 처리가 안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3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574 핀치줌 동작 이후 터치 입력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3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530 키보드 탭키를 사용해 Grid 컴포넌트 셀에 있는 CheckBox 컨트롤에 포커스를 이동하는 경우 focused Pseudo

가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472 Div 컴포넌트 내 배치된 Edit 컴포넌트에서 Div 컴포넌트 밖에 있는 Button 컴포넌트의 hotkey 실행 시 동작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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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지원 사양 변경

iOS 운영체제 제조사 정책에 따라 UIWebView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WKWebView 기반으로 제품 라이브러리

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iOS 최소 지원 사양도 iOS 4에서 iOS 9으로 변경합니다.

UIWebView는 Deprecated 상태이며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앱 스토어 등록 심사에서 거절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https://developer.apple.com/documentation/uikit/uiwebview

WkWebView 사용 시 제약 사항이 있으며 다른 솔루션이나 디바이스를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WKWebView 관련 제약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588-7895)로 문의해주세요.

10.4 보안조치

1. makeshortcut 호출 시 입력된 파라미터 및 참조하는 값에 탭(\t), 콤마(,), 개행(\n,\r) 이 존재할 경우 모두 제

거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또한 .run 에서 .과 run 사이에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run 으로 간주하여 제거하도록 수정했습니다.(RP.87292)

2. splashimage 로 지정한 파일의 확장자명이 다음과 같은 경우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도록 수정했습니다.(RP.870

97)

-> bat, bin, cmd, com, cpl, exe, gadget, inf1, ins, inx, isu, job, jse, lnk, msc, msi, msp, mst, paf, pif, ps1, re

g, rgs, scr, sct, shb, shs, u3p, vb, vbe, vbs, vbscript, js, ws, wsf, wsh, dll, hta

10.5 오류수정

https://developer.apple.com/documentation/uikit/uiwe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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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88209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이 "system"인 경우 날짜 변경 시 변경된 날짜가 선택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iOS 13 운영체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761 Calendar 컴포넌트와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oncolumn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컬럼값을 변경한

경우 Calendara 컴포넌트의 value가 변경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591 Calendar 컴포넌트에서 dropbutton 테마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87324 Combo 컴포넌트를 터치하는 경우 combolist 팝업이 열리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200 이후 버

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143 Combo 컴포넌트 터치 시 combolist 창을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윈도우 태블릿 장비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330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을 "search" 또는 "filter"로 설정하고 한글 입력 시 combolist가 닫히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86747 Edit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을 바인딩한 Dataset 오브젝트의 값을 Form 오브젝트의 onload 이벤트 함수 내

에서 변경하는 경우 maxlength 속성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

류입니다).

Grid

RP 설명

87528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이고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date" 또는 "combo

"인 경우 keydown 이벤트 함수 내에서 moveToNextCell 메소드 호출 시 셀 편집창이 닫히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87219 Grid 컴포넌트의 셀을 터치해서 편집 상태로 변경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 입력값이 일시적으로 사라져보이

는 현상이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043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인 경우 edittype 속성값이 "text"인 셀의 값을 수

정한 후 방향키로 이동했을때 입력한 값이 이동한 셀로 복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30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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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09 Grid 컴포넌트에서 키패드가 올라온 상태에서 화면을 스크롤해서 다른 셀을 선택하면 화면 위치가 이동되면서

선택한 셀이 키패드에 가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86846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이고 Cell 오브젝트의 editautoselect 속성값이 "true", editdisp

lay 속성값이 "display"일 때 셀 터치 시 화면이 다시 로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05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supperss 속성값이 1, suppressalign 속성값을 "middle,over"으로 설정하고 s

electcolor 속성값 설정 시 selectcolor 속성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MaskEdit

RP 설명

88139 MaskEdit 컴포넌트에서 mask 속성값을 "@@@@@"로 설정하고 값을 붙여넣기 하는 경우 공백문자가 들어가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13 운영체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641 MaskEdit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number"인 경우 일본어 입력 시 mask 속성에 맞지 않는 문자가 입력되

거나 역순으로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13 운영체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87616 MaskEdit 컴포넌트의 mask 속성값을 설정하고 일본어 입력 시 문자가 중복되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iOS 13 운영체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369 MaskEdit 컴포넌트의 mask 속성값에 콤마(,)를 포함해 설정한 경우 숫자 키패드로 숫자 입력 시 콤마(,)가 표시

되면서 후보창(Candidate Window)이 닫히지 않고 추가로 숫자 입력 시 이전 값이 복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일본어 IME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Div

RP 설명

86706 PopupDiv 컴포넌트 안에 배치한 WebBrowser 컴포넌트 클릭 시 PopupDiv 컴포넌트가 닫히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14.0.1.2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87008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입력 시 문자가 중복되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iOS 13 운영체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724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 설정 후 일본어 입력 중 다른 컴포넌트의 편집 영역을 터치하면

이전 컴포넌트의 입력값이 사라지고 이동한 컴포넌트에 붙여넣기가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13 운영체

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645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inputtype 속성값을 설정하고 입력을 제한한 문자 입력 후 입력 확정했을때 캐럿

위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13 운영체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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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87601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maxlength 속성값 설정 후 일본어 입력 시 입력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컴포넌트의 텍스트 편집 영역을 터치하는 경우 입력중인 문자가 복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13 운영체

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597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inputtype 속성값 설정 후 일본어 입력 시 입력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컴포넌트의 텍스트 편집 영역을 터치하는 경우 입력중인 문자가 복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13 운영체

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574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maxlength 속성값 설정 후 붙여넣기를 했을 때 value 값이 다르게 설정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13 운영체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510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 설정에서 입력을 제한한 문자 입력 후 입력 확정하는 경우 제한된

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13 운영체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187 컴포넌트의 텍스트 편집 영역을 번갈아 반복해서 터치했을 때 캐럿과 포커스 pseudo가 분리되어 표시되며 입력

한 값이 바인딩된 Dataset에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

입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7851 Tabpage 오브젝트 내에 TextArea 컴포넌트를 배치한 경우 Tabpage 변경 시 TextArea 컴포넌트의 텍스트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789 getActiveFrame 메소드 실행 시 null 값이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13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

입니다).

87730 Step 레이아웃으로 구성된 화면에서 첫 번째 Step 레이아웃에 포커스를 받는 컴포넌트가 없는 경우 다음 Step

레이아웃으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523 스크립트로 생성한 ChildFrame 오브젝트의 openstatus 속성값이 "maximize"이고 width, height 속성값이 0

인 경우 다른 프레임으로 포커스를 옮겼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동작에서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14.0.1.28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498 Form 오브젝트의 stepcount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Combo 컴포넌트나 Grid 컴포넌트의 Cell 오브젝트에 문자

입력 시 Step이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035 ChildFrame 오브젝트의 showmodal 메소드로 띄운 창에서 단축키(CTRL+"+/-")를 사용해 화면 배율을 반복

해서 조정하면 모달창의 오버레이창과 윈도우창의 위치가 맞지 않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

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010 Step 레이아웃을 이동한 화면에서 캐럿을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13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954 MaskEdit 컴포넌트 또는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을 "masknumber"로 지정한 경우 일

본어 IME에서 숫자 키패드로 숫자 입력 후 '.'을 입력하면 입력 완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candidate 창이 닫

히지않고숫자를추가입력시이전값이복사되는오류를수정했습니다 (크롬브라우저에서발생한오류입니다)

.

86735 Application 오브젝트의 usecontextmenu 속성값이 "edit"인 경우 컴포넌트의 border나 padding 영역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 브라우저 기본 컨텍스트 메뉴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138 Tab 컴포넌트의 onchanged 이벤트와 Form 오브젝트의 onload 이벤트의 발생 시점 차이로 데이터 조회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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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362 MaskEdit 컴포넌트 또는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을 "masknumber"로 지정한 경우 일

본어 IME에서 숫자 키패드로 음수값 입력 후 입력 완료가 되면서 잘못된 값이 보이고 입력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379 스크롤바를 가진 컴포넌트의 스크롤바 영역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 onlbuttondown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10.5.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712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lobal Dataset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ADL 스크립트 창에서 Global Dataset 오브젝트

의 코드 힌트값 출력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0.5.3 기타

RP 설명

87586 로컬에 위치한 파일을 USERAPP 경로로 접근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583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transaction 메소드 호출 시 waitcursor가 계속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iOS 운영체제 런타임에서 실행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87743 핀치 줌/아웃 기능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한 경

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10.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7775 도움말 항목 중 아래 항목에 대한 지원 환경을 수정했습니다. IE11 이외의 브라우저는 아래 속성, 메소드를 지원

하지 않습니다.

Component

accessibility

Application

accessibilitybackwar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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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tycomponentnexthotkey

accessibilitycomponentprevhotkey

accessibilitydescreadtype

accessibilityfirstovertext

accessibilityforwardkey

accessibilityhistorycount

accessibilitylastovertext

accessibilityreplayhotkey

accessibilitytype

accessibilitywholereadhotkey

accessibilitywholereadtype

enableaccessibility

findAccessibility

onaccessibilitykey

FileUpload

buttonaccessibility

editaccessibility

Cell

controlaccessibility

Combo, ListBox, Menu, PopupMenu, Radio

itemaccessibility

48381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onlbuttondown, onlbuttonup, onrbuttondown, onrbuttonup 이벤트 항

목에 대한 설명 중 이벤트 발생 범위에 대한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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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3300

File Version 2019.9.24.1

11.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11.2.1 14.0.1.3302

RP 설명

87035 ChildFrame 오브젝트의 showmodal 메소드로 띄운 창에서 단축키(CTRL+"+/-")를 사용해 화면 배율을 반복

해서 조정하면 모달창의 오버레이창과 윈도우창의 위치가 맞지 않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

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143 Combo 컴포넌트 터치 시 combolist 창을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윈도우 태블릿 장비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706 PopupDiv 컴포넌트 안에 배치한 WebBrowser 컴포넌트 클릭 시 PopupDiv 컴포넌트가 닫히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14.0.1.2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909 Grid 컴포넌트에서 키패드가 올라온 상태에서 화면을 스크롤해서 다른 셀을 선택하면 화면 위치가 이동되면서

선택한 셀이 키패드에 가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86846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이고 Cell 오브젝트의 editautoselect 속성값이 "true", editdisp

lay 속성값이 "display"일 때 셀 터치 시 화면이 다시 로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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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14.0.1.3301

RP 설명

87066 iPadOS 13 beta 버전에서 useragent 처리 방식이 변경되어 수정한 코드를 원복했습니다. iPadOS 13 release

버전에서 useragent 처리 방식이 다시 원복됐으며 이에 따른 조치입니다.

87043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인 경우 edittype 속성값이 "text"인 셀의 값을 수

정한 후 방향키로 이동했을때 입력한 값이 이동한 셀로 복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30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1.3 보안조치

1. makeshortcut 호출 시 입력된 파라미터 및 참조하는 값에 세미콜론(;) 또는 .run 이 존재할 경우 모두 제거하도

록 수정했습니다.(RP.85999)

2. 2. nexacro.exe 파일이 DEP(Data Execution Prevention) 설정이 활성화 되어 컴파일 하도록 수정했습니다.(

RP.84367)

11.4 오류수정

11.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84615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xit 메소드 실행 시 웹 페이지 오류 창이 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옵션에서 "스크

립트 디버깅 사용 안함" 항목 체크를 해제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Calendar

RP 설명

84632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normal" 또는 "spin"인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can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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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이벤트 함수 내에서 alert 메소드를 실행하고 false값을 반환하면 Calendar 컴포넌트의 canchange 이

벤트가 2번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Div

RP 설명

84805 Div 컴포넌트가 중첩된 구조에서 상위 Div 컴포넌트의 Form 종료 시 하위 Div 컴포넌트에 연결된 Form의 oncl

ose, onbeforeclose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516 Div 컴포넌트의 applystyletype 속성값이 "cascade,keep" 또는 "keep"인 경우 Div 컴포넌트의 스타일이 Form

에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86649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focus pseudo로 설정한 color 속성값이 TAB키로 포커스 이동 시 적용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608 Grid 컴포넌트에서 edittype 속성값에 따라 Calendar 또는 Combo 팝업창을 띄운 후 edittype 속성값은 "text

"이고 editdisplay 속성값이 "display"인 셀 클릭 시 팝업창이 닫히면서 캐럿 위치와 포커스 위치가 다르게 처리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602 Grid 컴포넌트의 onenterdown 이벤트 함수 내에서 다른 Row의 셀로 포커스를 변경하는 경우 editfilter 속성

값이 "integer"인 셀에서 숫자 키패드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사파리 브라우저에

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315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511 Grid 컴포넌트에서 셀 오브젝트의 편집 모드를 연속적으로 전환하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327 Grid 컴포넌트에서 left band 또는 right band를 설정한 경우 setRealRowSize 메소드 실행 시 nSize 파라미터

값을 1 미만으로 지정하는 경우 글자가 흐리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053 Grid 컴포넌트 Band 오브젝트의 cellbackground 속성값으로 바인딩된 값이 undefined 또는 null 인 경우 스

크롤 동작 시 주변 셀의 색상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651 Grid 컴포넌트의 autoSizeRow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535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이고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인 경우 editt

ype 속성값이 "text"인 셀의 값을 수정한 후 트리를 접을 때 값이 다른 ROW에 잘못 반영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83252 Grid 컴포넌트의 autofittype 속성값이 "col"인 경우 스크립트에서 enableredraw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하고

autofittype 속성값을 "none"으로 수정한 후 setRealColSize 메소드로 특정 컬럼의 너비를 가로 스크롤이 생길

만큼의 크기로 변경하고 enableredraw 속성값을 true로 설정했을때 가로 스크롤이 생성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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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pMenu

RP 설명

85404 Popup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 실행 시 strAlign 파라미터 설정값이 적용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extArea

RP 설명

86875 TextArea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에 줄바꿈 문자가 포함된 경우 깨진 문자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552 TextArea 컴포넌트의 padding 속성값을 "0 0 0 0"으로 지정했을때 오른쪽과 왼쪽 padding 값이 1로 설정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ebBrowser

RP 설명

69881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콘텐츠에 Canvas Element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Canvas 내에 touchmov

e 이벤트가 발생할 때 스크롤이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86459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값 입력 시 keycode 관련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3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909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한글 입력 후 SHIFT+방향키로 입력한 문자열을 선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 75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119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ontext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alert 메소드 실행 후 텍스트

입력 시 ontextchanged 이벤트가 2번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6854 모달 창에서 부모 FrameSet에 프레임을 추가하고 모달 창을 닫으면 FrameSet 내용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14.0.1.302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764 showModal 메소드로 열린 창에서 CTRL+마우스 휠 동작으로 화면 확대, 축소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14.0.1.27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363 Div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Form에 포함된 Grid 컴포넌트의 onlbuttondown 이벤트 함수 내에서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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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드 실행 시 oncell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1102 이후 버전에서 발생

한 오류입니다).

86328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콘텐츠의 document에 접근해서 innerHTML 속성을 변경한 후 System.pr

int 메소드 실행 시 이전 상태가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9, 10, 11,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85966 컴포넌트의 border 속성값 지정 시 일부 형식이 잘못된 경우 실행 화면에서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922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maxlength 속성값을 설정하고 한글 입력 시 기존 입력값이 삭제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 버전 75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950 Grid 컴포넌트의 onexpandup 이벤트 함수 내에서 다른 ChildFrame에 포커스를 옮기는 경우 다시 Grid 컴포

넌트로 포커스가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781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이 "multirow" 또는 "multiarea"인 경우 formats 속성이 설정되지 않은 상

태에서 binddataset 속성값만 설정하고 transaction 메소드를 실행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4607 스크립트로 ChildFrame 오브젝트의 formurl 속성값을 설정해 displaynulltext 속성을 설정한 Edit 컴포넌트가

포함된 Form을 로딩하는 경우 displaynulltext 속성값이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

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273 Button 컴포넌트의 hotkey 속성값을 지정하고 onclick 이벤트 함수 내에서 alert 메소드를 실행하는 경우 해당

단축키를 입력하고 alert 창을 ENTER키로 닫으면 다른 컴포넌트의 onclick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RP 설명

11.4.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3721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기본 제공되는 default, blue 테마 css 파일에 오타로 인해 스타일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일부 선택자의 buttongradation 속성값이 "linear"가 아닌 "liner"로 잘못 설정되었습니다.

83255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Grid Contents Editor 속성창에서 displaytype 속성값 목록에 지원하지 않는 "Exponent

" 항목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07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수정한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디버깅 시도 시 중단점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11.4.3 기타

RP 설명

86598 키패드가 올라온 상태에서 키패드 위의 콘텐츠 영역을 터치 동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

ndroid 운영체제 기본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221 설정된 font 속성값보다 크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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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9695 가상 머신에서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디버깅 작업 시 비정상 종료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11.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5587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suppress 속성 설명에 expandshow, suppressalign 속성값에

따른 제약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85524 도움말 항목 중 FlashPlayer 컴포넌트의 border, loop, scalemode 속성, setOffsetHeight, getEventHandler

메소드 항목에 지원 브라우저 표시가 누락된 것을 보안했습니다.

85523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usecontextmenu 속성에 대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85473 도움말 항목 중 Static 컴포넌트의 text 속성 설명에서 Decorate Type이 'l(link)'인 설명이 누락된 것을 보완했

습니다.

85451 도움말 항목 중 Spin 오브젝트의 usecontextmenu 속성 항목에 지원 브라우저 표시가 누락된 것을 보안했습니

다.

85439 도움말 항목 중 ExcelImportEventInfo, MapClickEventInfo 오브젝트 항목에 지원 브라우저 표시가 누락된 것

을 보안했습니다.

85198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 Band 오브젝트의 tooltiptype 속성값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을 수정했습

니다.

85156 도움말 항목 중 TextArea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 설명에서 지원하지 않는 속성값('numberandenglish')

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85098 도움말 항목 중 ExportItem 오브젝트의 exportselect 설명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삭제했습니

다.

84710 도움말 항목 중 PopupDiv 컴포넌트의 trackPopup,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 설명에 콜백 함수 관

련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83255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fillareatype 속성값 설명 중 지원하지 않는 "Exponent" 관련 설

명을 삭제했습니다.

80448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usehttpkeepalive 속성의 Default 값이 잘못 표기된 것을 수정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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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3200

File Version 2019.7.29.1

12.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12.2.1 14.0.1.3201

RP 설명

86459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값 입력 시 keycode 관련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3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2.3 보안 조치

1. TypeDefinition 내에 정의된 Resource 부분의 업데이트 시 보안상 취약점이 있어 기능상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RP. 85173)

설명

• 최종 저장되는 targetpath 경로가 투비소프트에서 변환을 허용하는 alias 경로일 경우에만 업데이트가 되도록 제약합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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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s는 convertRealPath 메소드 참조바람)

• 최종 저장되는 targetpath 경로가 시작메뉴 폴더인 경우는 무조건 업데이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 저장되는 targetpath에는 경로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부모를 의미하는 ../ 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설명

2. execShell 을 이용한 파일 실행이 보안에 취약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실행을 제약 했습니다.(RP.85117)

설명

• 확장자 없이 실행하는 경우 제약 했습니다.(ex:system.execShell("notepad");)

• 실행할 파일이 실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제약 했습니다.

단, 시작명령이 "http://", "https://", "mailto:"로 구성된 경우에는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연동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의 예제를 참고하십시오.

system.execShell("mailto:xxx@y.c,xxx@y.b?subject=test&cc=xxx@y.c,xxx@y.b&bcc=xxx@y.c,xxx@y.b&body=test ");

12.4 신규기능

1. 모바일에서 화면 고정을 풀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RP.84654)

설명

• system.setOrientation(orientation) 의 orientation 파라미터 값을 "-1" 로 지정 시 고정된 화면을 풀 수 있습니다. 단, An

droid 에서만 지원합니다.

2. keyboard, mouse event 에서 macOS의 command key와 WindowsOS에서 window key를 metakey 검출

하도록 추가 했습니다.(RP.77130)

설명

• Nexacro14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Objects > EventInfo Objects > KeyEventInfo > Property > metaKey

• 동작은 다음과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3schools.com/jsref/event_key_metakey.asp

3. locale 에 en_JM(자메이카) 을 추가 했습니다.(RP.84441)

4. 모바일에서 사진 및 이미지 생성 일시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RP.84033)

설명

• nexacro.CameraEventInfo, nexacro.ImagePickerEventInfo 에서 imagemetadata 프로퍼티를 추가했습니다.

https://www.w3schools.com/jsref/event_key_metakey.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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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metadata.datetime 로 접근하여 해당 일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설명

5. Android 앱스토어 정책 변경으로 Android Runtime 64bit 를 위한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설명

• 32bit 단말기에서 64bit 에 해당되는 libnexacro14.so 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 32bit와 64bit libnexacro14.so가 둘다 존재할 경우 기기 bit에 맞는 libnexacro14.so 를 우선적으로 로딩합니다.

•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정책이 변경됩니다. 아래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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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포 관련 내용은 다음 배포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admin_guide_nexacro_14_ko#7287066a80f82578

6. Map 컴포넌트에 지도 로드 시 사용되는 API Key 설정하는 속성을 추가 했습니다.(RP.83172)

설명

• Map 컴포넌트에 apikey 속성을 추가 했습니다.

• load() 메소드 실행 시 최초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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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HTTPS 의 보안 프로토콜을 TLS1.1, TLS1.2 지원 되도록 확장 했습니다.(RP.85932, 85953)

설명

• 일부 PC 에서는 윈도우 셋팅을 바꿔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support.microsoft.com/ko-kr/help/3140245/update-to-enable-tls-1-1-and-tls-1-2-as-default-secure-protoco

ls-in-wi

https://superuser.com/questions/1080317/how-to-set-tls-protocols-as-default-after-applying-kb3140245

12.5 오류수정

https://developers-kr.googleblog.com/2019/01/get-your-apps-ready-for-64-bit.html
http://docs.tobesoft.com/admin_guide_nexacro_14_ko#7287066a80f82578
https://support.microsoft.com/ko-kr/help/3140245/update-to-enable-tls-1-1-and-tls-1-2-as-default-secure-protocols-in-wi
https://support.microsoft.com/ko-kr/help/3140245/update-to-enable-tls-1-1-and-tls-1-2-as-default-secure-protocols-in-wi
https://superuser.com/questions/1080317/how-to-set-tls-protocols-as-default-after-applying-kb31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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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85436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nableaccessibility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TextArea 컴포넌트 내 텍스트를 Sh

ift+방향키로 선택하는 도중에 포커스가 다음 컴포넌트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파이어폭스 브

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433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로 2개 이상의 창을 띄운 후 열린 창을 닫으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E11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30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

다).

Calendar

RP 설명

85504 Calendar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color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포커스 상태에 따라 설정값이 적용되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15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431 Calendar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color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포커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Cale

ndar 컴포넌트로 돌아왔을때 displaynulltextcolor 속성값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hildFrame

RP 설명

84207 ChildFrame 오브젝트의 setFocus 메소드 실행 시 해당 프레임이 포커스를 갖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8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84612 Combo 컴포넌트에서 combolist가 좌측 상단에 펼쳐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런타임 실행 시 일부 P

C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329 Combo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속성값으로 연결된 데이터양이 많은 경우 combolist를 반복해서 펼치고 접

을 때 실행속도가 느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624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dropdown" 이외의 값으로 설정한 경우 comboedit 영역에 조합 문자 입

력 후 combolist 목록에서 스크롤 이동 후 아이템 선택 시 다른 아이템이 선택되거나 아이템이 선택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74 이상 버전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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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RP 설명

85230 Dataset 오브젝트에서 deleteMultiRows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

0.1286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471 Dataset 오브젝트의 applyChange 메소드 실행 후 deleteRow 메소드 실행 시 타입값만 변경되지 않고 원본

데이터가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86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300 Dataset 오브젝트의 column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findrowexpr 메소드 실행 후 appendData 메소드를 실

행해 데이터를 추가하고 다시 findrowexpr 메소드를 실행하면 반환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909 Dataset 오브젝트의 updatecontrol 속성값이 false이거나 RowType 값이 Dataset.ROWTYPE_INSERT 인 R

ow를 deleterow 메소드로 삭제하는 경우 다른 Row가 같이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85204 Edit 컴포넌트에 Dataset 오브젝트를 바인딩한 경우 입력한 텍스트 삭제 시 Dataset 오브젝트에 값이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쿼티 키보드를 사용하고 추천 단어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발생

한 오류입니다).

84801 Edit 컴포넌트에 숫자와 영어를 반복해서 입력하는 경우 숫자가 반복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

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버전이 9.0 이상인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84450 Edit 컴포넌트의 autoselec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포커스 이동 시 전체선택이 되었다가 풀리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3060 이후 버전에서 발생

한 오류입니다).

80268 Edit 컴포넌트의 onkeyup 이벤트 함수 내에서 updateToDataset 메소드 실행하는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선택

한 상태에서 조합 문자를 입력하면 입력한 문자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543 Edit 컴포넌트의 onkillfocus 이벤트 함수 내에서 alert 메소드를 실행한 후 alert 창을 닫으면 포커스되어 있는

Edit 컴포넌트에 캐럿은 있지만, 입력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Download

RP 설명

84856 FileDownload 컴포넌트의 download 메소드 실행 시 strTargetpath 파라미터 값에 "\" 문자를 하나만 입력

하는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783 FileUpload 컴포넌트의 appendItem 메소드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버전 12 이

상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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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RP 설명

85715 Form 오브젝트에서 loadStyle 메소드 실행 후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942 Form 오브젝트의 stepcount 속성값이 2 이상인 경우 화면을 스와이프 동작으로 이동했을때 중간에 멈추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567 Form 오브젝트의 stepcount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화면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이동했을때 해당

step 화면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84880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 onenterdown 이벤트 함수 내에서 다음

셀로 이동하는 스크립트 실행 시 키패드가 편집 영역을 가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Safari 브라

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932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autoselec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ENTER 키를 연속으로 입력하면 키패드

가 내려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358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autoselec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셀 클릭 시 선택 상태가 되고 다시 텍스트

를 클릭했을때 선택 상태가 풀리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23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178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autoselec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셀 편집 시 첫번째 키 입력값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915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display 속성값이 "display", wordwrap 속성값이 "char"인 경우 edittype

속성값이 "readonly"일때와 "textarea"일 때 줄바꿈 등의 표시가 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705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xpandimage 속성값을 지정하고 merge cell 처리 시 expandimage가 표시

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010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suppress 속성값을지정하고 suppressalign 속성값에 "over" 값이 포함된경우

mask 속성을 지정하면 조회 결과가 없는 경우 mask 문자가 잔상으로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093 Grid 컴포넌트에서 keystring을 설정했다가 초기화하면 RowType이 Dataset.ROWTYPE_DELETE인 Row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930 Grid 컴포넌트와 Edit 컴포넌트간 포커스를 반복해서 이동하는 경우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주어졌을때 키패

드가 올라오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466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이고,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masknumber"인 경

우 해당 셀 영역 터치 시 앱이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12.2 이상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061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인 경우 ENTER 키 입력 후 oncolumnchanged 이벤트 함수 내

에서 transaction 메소드 호출 시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652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인 경우 oncellclick 이벤트 함수 내에서 transaction을 처리하면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rowposition이 잘못된 값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954 Grid 컴포넌트의 autosizegtype 속성값이 "col"이고 세로 스크롤바가 활성화된 경우 아래 방향으로 스크롤바를

움직인 후 셀 편집 상태에서 다른 셀 클릭 시 클릭한 셀 아래에 있는 Row의 셀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352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row", extendsizetype 속성값이 "row"이고 Cell 오브젝트의 wor

dwrap 속성값이 "char"인 경우 마지막 글자에 포함된 개행문자가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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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637 Grid 컴포넌트의 getCurFormatString 메소드로 가져온 Format 문자열을 다시 설정할 경우 개행처리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060 Grid 컴포넌트의 head 영역 크기를 setFormatRowProperty 메소드로 0으로 설정해 일부 컬럼을 감추는 경우

border 스타일이 두껍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123 Grid 컴포넌트의 nodatatext 속성값 지정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990 Grid 컴포넌트의 nodatatext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셀에 데이터가 없을 때 nodatatext 속성값으로 지정한 값

에 align 속성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414 Grid 컴포넌트의 readonly 속성값이 true이고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textarea"인 경우 마우스

스크롤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0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727 Grid 컴포넌트의 setFormat 메소드 실행 시 지정한 Format 형식이 잘못된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5728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띄운 창에서 Grid 컴포넌트의 데이터 편집 시 alert 창을 열었다가 닫으면 비정

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316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608 테마에서 Grid 컴포넌트의 align, cellalign 항목을 주석 처리한 경우 기본 align 설정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802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146 Grid 컴포넌트 Cell에서 editdisplay 속성값이 "display", editautoselect 속성값이 true로 설정되어 있을 때 편

집 모드로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editautoselect 설정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31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MaskEdit

RP 설명

84401 MaskEdit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number"인 경우 반각 숫자 입력 시 입력값이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윈도우 7 운영체제에서 크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767 Form 로딩 후 MaskEdit 컴포넌트의 setFocus 메소드 실행 시 캐럿 위치가 맨 뒤로 이동하면서 입력이 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Div

RP 설명

85985 PopupDiv 컴포넌트에서 스와이프(swipe) 동작 시 스크롤바가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

체제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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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RP 설명

85468 Static 컴포넌트의 usedecorate 속성값을 true로 지정한 경우 "<" 문자가 누락되어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14.0.1.3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833 Static 컴포넌트의 usedecorate 속성값이 true인 경우 "<" 문자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10

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Tab

RP 설명

86251 enabletouchevent 속성값이 true이고 ScreenInfo가 설정되어 있을 때, Tab 컴포넌트에서 Tabpage 오브젝트

의 enable 속성값을 false에서 true로 변경하는 경우 탭 버튼을 터치해도 해당 탭 페이지로 전환이 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extArea

RP 설명

86079 TextArea 컴포넌트편집상태에서키패드를내렸다가다시 TextArea 컴포넌트편집영역을터치하면키패드가

TextArea 편집영역을 가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하

는 오류입니다).

85624 TextArea 컴포넌트에서 Tab 문자가 포함된 값을 지정하면 맨 뒤의 글자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435 TextArea 컴포넌트의 onkeyup 이벤트 함수 내에서 updateToDataset 메소드 실행하는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선택한 상태에서 조합 문자를 입력하면 입력한 문자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674 TextArea 컴포넌트의 scrollbars 속성값이 "none"인 경우 마우스 휠 동작 시 Form의 스크롤바가 동작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0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272 TextArea 컴포넌트의 스크롤바가 중복해서 생성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7 운영체제에서 크롬 브라

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134 TextArea 컴포넌트의 스크롤바가 표시된 상태에서 문자열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스크롤바가 움직인 경우 TA

B 키를 입력해 포커스를 이동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ebBrowser

RP 설명

84281 WebBrowser 컴포넌트 스크롤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14.0.1.303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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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86202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문자열을 선택한 상태에서 입력 시도 시 입력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

도우 7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271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조합중인 문자열을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하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삭제] 또는 [잘

라내기]를 선택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에서 실행한 경우 발생한 오류

입니다. 14.0.1.30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203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ontext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파이어폭스 브라

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458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삭제 항목 선택 시 ontext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4918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Dataset 오브젝트를 바인딩하고 조합 문자를 입력하는 중에 포커

스가 이동하면 Dataset 오브젝트에 마지막 입력 문자가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611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INSERT 키가 눌린 상태로 한글과 BACK SPACE 키를 빠르게 반

복해서 입력하는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826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한글을 입력하고 포커스를 옮겼을때 마지막 글자가 중복 입력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75 이상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470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시 스크롤 위치가 변경되면서 키패드가 편집 영역을 가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896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개행 문자 앞 부분에서 한글 입력(조합)중에 포커스를 이동하면

입력중이던 글자가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75 이상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4866 System 오브젝트 setOrientation 메소드 실행 시 width 속성값이 바뀌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런타

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137 System 오브젝트의 print 메소드 실행 시 TextArea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이 중복해서 출력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752 System 오브젝트의 setOrientation 메소드 실행 시 orientation이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

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XCode 프로젝트 속성에서 Device Orientation 옵션은 portrait, landscape

둘 다 체크해주어야 합니다).

12.5.2 디바이스 API

RP 설명

85803 AndroidManifest.xml 파일에서 application label 값이 없는 경우 앱이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

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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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25 Notch UI가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버전 12 이상에서 iPhone X 단말기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310 VirtualFile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에서 strFileName 파라미터를 빈값으로 지정하고 메소드를 실행하면 비정

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159 VirtualFile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에서 strFileName 파라미터를 빈값으로 지정하고 메소드를 실행하면 비정

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12.5.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5856 넥사크로 스튜디오 TypeDefinition에서 파일 타입 서비스를 추가하고 Include Sub-Directory 항목값을 true로

설정한 후 하위 폴더가 있는 파일 타입 서비스에 대해 "Make Application Archive" 또는 "Make File Archive"

실행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23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lobalVariables 항목에 Variable을 추가하면서 initVal 항목값이 특수문자("\")를 포

함한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675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북마크 또는 중단점 설정 후 스크립트 창에서 코드 입력 시 입력 속도가 느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80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내 ADL이 2개 이상이 경우 툴바 빌드 항목에서 ADL 목록이 모두 표시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266 윈도우 10 운영체제에서 넥사크로 스튜디오 실행 후 폼 화면을 열었을때 늦게 열리는 현상을 개선했습니다.

12.5.4 기타

RP 설명

85477 두 개 이상의 XPush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연결한 후 하나의 연결을 종료하면 나머지도 끊어지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178 마우스 휠 동작으로 가로 스크롤바가 움직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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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1929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 설명에 특정 브라우저 동작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

습니다.

81456 도움말 항목 중 Button, Static, TextArea 컴포넌트의 wordwrap 속성에 syntax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83986 도움말 항목 중 Calendar 컴포넌트의 dateformat, editformat 속성 설명에 "MMM" 형식에 대한 설명을 추가

했습니다.

83625 도움말 항목 중 Calendar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속성 설명에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83627 도움말 항목 중 Calendar, Combo, ListBox, Menu, PopupMenu, Radio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속성 설명

을 보완했습니다.

80330 도움말 항목 중 Calendar, ImageViewer, ProgressBar 컴포넌트의 displaytext 속성 설명에서 잘못된 예제 코

드를 삭제했습니다.

83626 도움말 항목 중 Calendar, ListBox, Radio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속성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81523 도움말 항목 중 ColumnInfo 오브젝트의 name 설명 중 기능과 다른 설명을 삭제했습니다.

76362 도움말 항목 중 Combo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 설명에 undefined 설정 관련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83608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 설명에서 이벤트 명이 잘못 기재된 것을 수정했습니다.

81473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의 colinfos 속성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83017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의 filter 메소드 설명에서 지원하지 않는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

이 "currow"인 상태에 대한 설명을 삭제했습니다.

83685 도움말 항목 중 DuplicateExecutionEventInfo 오브젝트의 arguments 속성 설명에서 중복된 문구를 삭제했습

니다.

83254 도움말 항목 중 Edit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 설명에서 지원하지 않는 "numberandenglish" 항목 관련 설

명을 삭제했습니다.

75419 도움말 항목 중 EventInfo 오브젝트 하위에 있는 오브젝트의 속성 설명에서 속성 타입 중 ReadOnly 체크가 빠

진 항목을 수정했습니다.

83889 도움말 항목 중 ExportItem 오브젝트의 source, exportselect 설명에서 지원하지 않는 Dataset 오브젝트 관련

설명을 삭제했습니다.

79794 도움말 항목 중 FileUpload, FileDownload 컴포넌트 메소드 설명에서 지원 환경 체크가 누락된 항목을 보완했

습니다.

83676 도움말 항목 중 Frameset 오브젝트의 separatesize 속성 설명에서 Default 값에 대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85178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celltype 속성 설명에서 잘못 설명한 Syntax 코드를 수정하고 설

명을 보완했습니다.

83335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 설명 중 ENTER 키 입력에 대한 설명을 보완했습

니다.

81544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olumn, Row 오브젝트의 band 속성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83615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속성, 메소드, 이벤트 설명에서 지원하지 않는 CrossTab, Pivot 관련 설명을 삭제

했습니다.

83640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 설명에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81435 도움말 항목 중 MaskEdit 컴포넌트의 getLength 메소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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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66 도움말 항목 중 Menu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속성 설명에서 지원하지 않는 XML 형식 바인딩 문구를 삭제했

습니다.

도움말 항목 중 Calendar , Combo, ListBox, PopupMenu, Radio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속성 설명에서

지원 환경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75721 도움말 항목 중 Number 자바스크립트 기본객체의 toLocaleString 메소드 설명과 예제코드를 수정했습니다.

83633 도움말 항목 중 PopupMenu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속성 설명에서 지원하지 않는 object id에 관련 설명을

삭제했습니다.

83601 도움말 항목 중 Radio 컴포넌트의 tabstop 속성 항목이 누락된 것을 보완했습니다.

71576 도움말 항목 중 Radio 컴포넌트의 속성 일부가 누락된 것을 보완했습니다. 추가된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buttonalign

- buttonbackground

- buttonborder

- buttonimage

- itembackground

- itemborder

- itembordertype

- itempadding

- letterspace

- textpadding

81468 도움말 항목 중 Tab 컴포넌트 selectchangetype 속성 항목에서 속성타입에 Enum 체크가 누락된 것을 보완했

습니다.

81440 도움말 항목 중 Tab 컴포넌트의 insertTabpage, moveTabpage, removeTabpage 메소드 설명에서 지원하지

않는 Windows CE 관련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85428 도움말 항목 중 WebBrowser 컴포넌트의 callMethod, getProperty, setProperty 메소드 지원 브라우저 체크

가 누락된 것을 수정했습니다.

78567 도움말 항목 중 WebBrowser 컴포넌트의 onusernotify 이벤트 항목 설명에서 적용 예제에 대한 설명을 수정했

습니다.

81500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autoskip 속성 항목 설명에서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고 잘못 체크된 지원환경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80324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displaytext 속성 설명에서 지원 환경 체크가 누락된 항목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수

정했습니다.

83965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positionstep 속성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83882 도움말 항목 중에서 Grid 컴포넌트의 getFormatColProperty 메소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81467 도움말 항목에서 CheckBox, Combo, Div, Spin, WebBrowser 컴포넌트 항목에 positionstep 속성이 누락된

것을 보완했습니다.

81472 도움말 항목에서 Edit 컴포넌트의 inputfilter 속성 설명 중 잘못 설명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75306 도움말 항목에서 누락된 GridLongPressEventInfo 오브젝트 항목을 추가하고 Grid 컴포넌트의 onlongpress

이벤트 항목 설명에서 파라미터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86106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sizingtype 속성, onhscroll 이벤트 항목의 Remark 설명에서 지원되지 않는

피벗 기능에 관한 설명이 삭제되었습니다.

83259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onexpanddown 이벤트 설명에서 기능과 다른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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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3100

File Version 2019.3.26.1

13.2 보안 조치

1. nexacrolauncher에 존재하는 원격 명령어 실행 취약점을 제거 했습니다.(RP.84025)

설명

• key, bjson 속성값에 세미콜론(;) 또는 '.Run'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열을 삭제하여 처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가이드의 배포방법 (URL : http://docs.tobesoft.com/admin_guide_nexacro_14_ko#fe9c91bdcd

52e30e)을 참고하세요.

2. execShell 메소드에 실행할 수 없는 파일의 확장자를 추가했습니다.(RP.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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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h,dll,hta

http://docs.tobesoft.com/admin_guide_nexacro_14_ko#fe9c91bdcd52e30e
http://docs.tobesoft.com/admin_guide_nexacro_14_ko#fe9c91bdcd52e3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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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신규기능

1. XPush의 프로토콜버전을 통하여 다중push사용이 가능하도록 XPush에 프로토콜을 추가했습니다.(RP.84006,

84007)

추가된 프로퍼티 값

protocolversion XPush와의 통신 프로토콜 버전을 구분하는 속성입니다.

>XPush.set_protocolversion(strProtocolVersion)

>set_protocolversion(2) : 신뢰성 서비스 사용을 위한 protocol (XPush v2.5.x)

>set_protocolversion(3) : 다중 push 사용을 위한 protocol

> default : 2

projectid 다중 push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protocol version ‘3’ 일 때만 서버에 전달됨

>default : undefined

>서버에 전달될 때는 empty string으로 전달

13.4 오류수정

13.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82178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로 띄운 창에서 showModal 메소드 실행 시 strID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모달창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alendar

RP 설명

84283 Calendar 컴포넌트의 dateformat 또는 editformat 속성값 설정 시 연도, 월, 일 포맷을 설정하지 않고 시, 분,

초 포맷만 지정한 경우 숫자 입력 후 ENTER 또는 TAB 키 입력 시 잘못된 값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0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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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Frame

RP 설명

84246 ChildFrame 오브젝트의 setFocus 메소드 실행 시 해당 프레임이 포커스를 갖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8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562 ChildFrame 오브젝트가 다른 창의 영향으로 비활성화되었다가 다시 활성화되는 경우 openstatus 속성값이 원

복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7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305 ChildFrame 오브젝트의 formurl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수정하고 Form 오브젝트 reload 메소드 실행 시 스크

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174 ChildFrame 오브젝트의 url 속성값으로 지정한 Form 오브젝트 내에 WebBrowser 컴포넌트가 있으면 ChildFr

ame 오브젝트가 2개 이상 겹쳐지는 경우 WebBrowser 컴포넌트의 잔상이 보여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

타임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82306 Combo 컴포넌트에서 값을 변경하고 바인딩된 Dataset 컴포넌트에 값이 반영된 후 onrowposchanged 이벤

트 함수 내에서 Combo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데이터 갱신이 발생하면 이전에 변경한 값이 다른 Row에 적

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을 "search", "filter", "filterlike" 중 하나로 설정

하고 Dataset 오브젝트와 value 속성값을 바인딩한 경우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Dataset

RP 설명

83826 Dataset 오브젝트의 insertRow 메소드 실행 시 2개의 행이 추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010 이후

버전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845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에러코드가 음수인 경우 Dataset 오브젝트가 초기화되면서 Row Type이 NORMA

L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823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에러코드가 음수인 경우 반환된 데이터가 Dataset에 반영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82671 Dataset 오브젝트에서 addRow 메소드 실행 후 exchangeRow 메소드 실행 시 위치가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84205 Edit 컴포넌트의 onkillfocus 이벤트 함수 내에서 alert 메소드 실행하는 경우 다른 Edit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o

nkillfocus 이벤트가 발생하고 alert 창이 표시된 후 창을 닫았을 때 Edit 컴포넌트에 값을 입력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780 Edit 컴포넌트에 3글자 이상 받침이 있는 한글 입력 후 ENTER 키 입력 시 onkeyup 함수 내에서 Edit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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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value 값이 입력한 값과 다르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한글10키" 키보드를 사

용하는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83778 Edit 컴포넌트에 2글자 이상의 한글 입력 후 ENTER 키 입력 시 onkeyup 이벤트 함수 내에서 Edit 컴포넌트의 v

alue 속성값을 확인하면 1글자가 누락되어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576 Edit 컴포넌트의 imemode 속성값은 "hiragana", lengthunit 속성값은 "ascii"로 지정하고 maxlength 속성값

보다 많은 글자를 입력하고 확정한 다음 스페이스 키 입력 시 공백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

1.30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295 Edit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이 "number"이고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문자열 입력 시 숫

자 키패드가 올라오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Grid

RP 설명

84265 Grid 컴포넌트의 selectscrollmode 속성값이 "scroll"일 경우 ondrag 이벤트를 설정하지 않으면 body 영역을

마우스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움직였을때 스크롤바가 움직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1800 이

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486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에 문자열 입력 시 키패드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HTM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485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에 문자열 입력 시 키패드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

로이드 런타임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469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을 "masknumber"로 지정한 경우 셀 데이터 편집 시 키패드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런타임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446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display 속성값이 "display"인 경우 한글 입력 후 Tab 키 입력 시 마지막으

로 입력한 글자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엣지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440 Grid 컴포넌트의 가로 스크롤바가 오른쪽 끝에 있을 때 appendContentsCol 메소드 실행 시 스크롤바가 이동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438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이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인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treestate가

0인 경우 상태값을 잘못 처리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0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435 Grid 컴포넌트의 autofittype 속성값이 "col"인 경우 right 밴드를 설정하면 right 밴드와 body 밴드 사이 공간

이 벌어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7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391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인 경우 moveRow 메소드 실행 시 스크롤바의 위

치가 어긋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86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389 Grid 컴포넌트의 ontreestatus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Dataset 오브젝트의 데이터 변경 시 스크롤 위치

가 초기화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379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key"인 경우 Cell 오브젝트의 값을 편집하고 ENTER 키를 입력해 확정하

는 경우 입력한 문자가 하나 더 붙어서 값이 확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401 이후 버전에서 발생

한 오류입니다).

83378 Grid 컴포넌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인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enableevent 속성값을 fa

lse로 설정한 후 데이터를 수정하고 다시 enableevent 속성값을 true로 변경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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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97 태블릿 장비에서 Grid 컴포넌트의 Cell 영역을 더블탭 하는 경우 oncelldblclick 이벤트가 2번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S 서피스 장비 IE11 또는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280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가 필터링된 상태에서 Grid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수정한 후 transaction 콜백함

수에서 enableredraw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하고 필터링 상태를 수정한 후 enableredraw 속성값을 true로 변

경하면 데이터가 제대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196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edittype 속성값이 "date"이고 calendardisplay 속성값이 "displa

y"일 때 바인딩된 값이 바로 보이지 않고 편집 상태에서만 보여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8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165 Grid 컴포넌트에서 가로 스크롤바를 이동한 상태에서 setFormat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3160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checkbox"인 경우 체크박스 선택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028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은 "select"으로 지정하고 Cell 오브젝트의 editautoselect 속성값은 true, c

ombotype 속성값은 "filterlike"으로 설정한 경우 키보드 방향키로 Cell 이동 시 문자열이 선택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985 Grid 컴포넌트의 leftband를 설정한 경우 가로 스크롤바의 trackbar로 움직일 때와 incbutton, decbutton을

클릭해 움직였을 때 hscrollbar 속성에서 pos 속성값이 다르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969 Grid 컴포넌트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스크롤바를 움직일 때 pseudo 스타일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631 Grid 컴포넌트의 controlbutton 속성에 focused pseudo 스타일을 지정한 경우 버튼 영역에 포커스를 주었다

가 키보드(TAB 또는 방향키)로 포커스를 옮겼을 때 font 스타일이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527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를 subcell을 유지해 병합한 상태에서 displaytype 속성값을 "checkbox"로 설정하

고 Grid 컴포넌트의 스크롤바를 움직이면 체크박스가 중복되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339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을 "text"로 지정하고 onkeyup 이벤트함수내에서 setCellPos

메소드 실행 시 해당 셀 위치로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999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이고 selecttype 속성값이 "cell"인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

젝트의 oncolumn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setCellPos 메소드 실행 시 autoenter 속성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Plugin

RP 설명

83737 Plugin 컴포넌트 영역과 waitcursor가 겹쳐지면서 waitcursor 이미지가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indowed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에만 waitcursor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PopupDiv

RP 설명

83928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 실행 시 PopupDiv 컴포넌트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

0.1.2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303 PopupDiv 컴포넌트 내 Edit 컴포넌트를 배치한 경우 텍스트 편집 영역 클릭 시 키패드가 올라오지 않고 Po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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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컴포넌트 창이 닫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런타임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Static

RP 설명

82997 Static 컴포넌트의 usedecorate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지정된 태그 이외의 태그가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Tab

RP 설명

83528 Tab 컴포넌트의 insertTabpage 메소드를 반복해서 실행하는 경우 특정 조건에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3468 Tab 컴포넌트의 bordertype 속성값을 테마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83089 애플리케이션 로딩 시 Tab 컴포넌트에 포커스를 주는 경우 tabbutton의 크기가 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261 Tab 컴포넌트 tabpage 오브젝트의 border 속성이 이중으로 적용되어 두껍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30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TextArea

RP 설명

84098 TextArea 컴포넌트에서 padding 속성값에 따라 편집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캐럿 위치가 달라지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209 TextArea 컴포넌트에 스크립트로 value 속성값 설정 시 text가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

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Browser

RP 설명

84305 WebBrowser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으로 지정한 콘텐츠 로딩 후 화면 터치 이벤트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28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797 WebBrowser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으로 HTML 리소스를 지정한 경우 HTML Input 태그에 포커스를 주었을

때 키패드가 올라오면서 입력 영역을 가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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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83637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한글 입력 시 오른쪽 SHIFT 키를 사용하면 잘못된 값이 입력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제조한 Android 운영체제 태블릿 제품에서 기본 키보드 사용 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83404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가 스크롤 영역 밖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

t 오브젝트의 clearData 메소드 실행 시 화면 스크롤이 이동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IE11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273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531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문자열 입력 시 키패드가 올라오면서 컴포넌트를 가리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iPad 단말기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324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왼쪽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한글 입력 시 이전에 입력한 값을

덮어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폰 계열 디바이스 설정에서 삼성 키보드를 "쿼티 키보드"로 선택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303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3874 open 메소드를 사용해 모덜리스(Modeless) 대화상자를 2개 이상 띄운 상태에서 열려진 창을 닫을 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644 removeChild 메소드 실행 시 오브젝트가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432 trackPopup 메소드를 사용해 팝업 컴포넌트을 띄운 상태에서 부모창의 hotkey가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14.0.1.2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230 컴포넌트의 텍스트가 정렬 속성(halign)값이 "right"인 경우 setZoom 메소드 실행 시 글자 일부가 잘리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219 Calendar, MaskEdit 컴포넌트에 일본어 전각 문자 입력 후 Romaji 입력 시 첫 문자가 입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157 showModal 메소드로 팝업창을 띄운 후 팝업창 내 Edit 컴포넌트의 onkeydown 이벤트 함수 내에서 close 메

소드를 실행하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112 transaction 메소드를 반복해서 실행하는 경우 cookie 값이 중복으로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805 WebBrowser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해서 Div 컴포넌트의 addChild 메소드로 추가한 경우 WebBrowser

컴포넌트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594 Div 컴포넌트 안에 Grid 컴포넌트와 Tab 컴포넌트를 배치한 경우 Div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변

경했다가 true로 바꾸었을때 Grid 컴포넌트의 enable 스타일이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828 컴포넌트의 addEventHandler 메소드 실행 시 eventid 파라미터를 지원하지 않는 값으로 지정해도 실패로 처

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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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디바이스 API

RP 설명

83604 VirtualFile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getFileSize 메소드 반환값이 0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iOS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2802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3.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2304 윈도우 운영체제 내 문서 폴더가 네트워크 경로로 지정된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테마 파일을 열었을 때 th

eme.css 파일을 열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20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정규표현식 구문이 있는 스크립트가 있는 경우 에디터의 Function 목록이 표시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581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폼 레이아웃을 추가하고 추가한 레이아웃의 pseudo style 속성값(enabled 속성을 제외

한)을 수정하고 default 레이아웃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추가한 레이아웃으로 전환하면 수정한 스타일 속성값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57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폼 레이아웃을 추가하고 추가한 레이아웃의 속성값(position 속성을 제외한)을 수정하

고 default 레이아웃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추가한 레이아웃으로 전환하면 수정한 컴포넌트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4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831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lobalDataset 오브젝트의 id 속성값을 속성창에서 변경한 경우 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3.4.4 기타

RP 설명

83677 앱 업데이트 동작 시 진행상태바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

다).

83474 태블릿 기기에서 터치 스크롤 동작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

입니다. 크롬, 엣지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399 컴포넌트의 텍스트 편집 영역을 키패드가 가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크롬, 삼성 브

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30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51 테마에서 DatePickerControl 오브젝트의 daycolor 속성값 변경 시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789 익명 함수(Anonymous function) 스크립트가 Generate 단계에서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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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4025 도움말 항목 중 key, bjson 항목에 특정 문자(';', 'Run') 제거와 관련된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83588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wordwrap 속성 설명에 HTML5 환경에서의 동작 관련 주의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83223 도움말 항목 중 아래 항목의 지원 브라우저 표기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다음 항목은 Edge 브라우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Objects > XComponents > Combo > Property > overflowtextposition

Objects > Misc. Objects > System > Method > setClipboard

Objects > XComponents > Combo > Property > imemode

Objects > XComponents > Grid > Objects > Cell > Property > editimemode

79744 도움말 항목 중 Step 컴포넌트의 stepcount 속성 설명에 주의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82205 도움말 항목 중 지원하지 않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 노출된 것을 삭제했습니다.

아래 나열된 Dataset 오브젝트의 메소드 설명에서 "논리적 데이터셋(logical dataset)" 관련 문구를 삭제했습니

다.

getRowType, getDeletedColumn, getColCount, getDeletedRowCount, mergeData, setConstColumn,

re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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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3000

File Version 2018,12,26,1

14.2 신규기능

1. MAC OS safari에서 상하/좌우 리사이즈 형태의 마우스 cursor(↔, ↕)를 설정 할 수 있도록 Property 값을 추가

했습니다. (RP.82064, 82886)

추가된 cursor property 값

ew-resize 좌우 리사이즈 형태의 cursor를 보여줍니다.(좌우 화살표 형태의 cursor 가 보여집니다)

ns-resize 상하 리사이즈 형태의 cursor를 보여줍니다.(상하 화살표 형태의 cursor 가 보여집니다)

매뉴얼 추가 내용(cursor)

MAC OS의 경우 resize cursor의 표현 시 n-resize / s-resize의 모습이 Windows OS의 커서 모양과 다릅니다.

Windows OS에서는 해당 값 설정 시 양방향으로 표시되고 MAC OS의 경우에는 지정한 방향에 따른 단방향으로 표시 됩니다.

해당 OS에서 양방향 cursor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ns-resize / ew-resize를 설정하면 됩니다.

2. iOS환경에서 execBrowser로 %USERAPP% 경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RP.82195)

설명

Sample Call:

system.execBrowser("%USERAPP%Test.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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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execBrowser("%USERAPP%Test.pdf");

설명

3. 모든 Chm 매뉴얼에 Edge 브라우저 지원 표기를 추가 했습니다.(RP.48252)

설명

4. iOS환경에서 CompiledJS된 파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RP.82235, 80725)

14.3 변경기능

1. Android 알림(notification)을 GCM에서 FCM 기반으로 변경했습니다.(RP.80641)

설명

>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가이드 (URL : http://docs.tobesoft.com/admin_guide_nexacro_14_ko#c337de75a92555ad)를

참고하세요

2. nexacrostudio에서 Update Resource의 failpass 항목이 제거했습니다.(RP.82355)

설명

현재 engine 미구현으로 기능 동작하지 않으므로 Tool에서 UI 노출되지 않도록 제거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3. Div의 onactivate, onload의 순서가 잘못되어 이벤트 스펙에 맞게 출력하도록 변경했습니다.(RP.82524)

설명

변경 전
1.Div00.onactivate

2.Div00.onload

http://docs.tobesoft.com/admin_guide_nexacro_14_ko#c337de75a9255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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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1.Div00.onload

2.Div00.onactivate

설명

14.4 오류수정

14.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82419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nabletouchevent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디바이스를 터치하고 움직이는 경우 o

ntouchmove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184 Application 오브젝트의 lookup 메소드 실행 시 반환값을 받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015 Application 오브젝트에서 네트워크 장애로 onerror 이벤트 발생 시 ErrorEventInfo 오브젝트의 reason 속성

값이 undefined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alendar

RP 설명

83191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spin"인 경우 화면 로딩 후 spinupbutton, spindownbutton 클릭 시 연

도값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711 Calendar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에 time 값이 포함되어 있고 editformat에는 시간 포맷이 없는 경우 dropb

utton 클릭 시 value 속성값에서 time 값이 초기화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141 Calendar 컴포넌트의 editformat 또는 dateformat 속성값에 undefined 또는 null 값을 설정할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132 Calendar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이 undefined 또는 null인 경우 locale 속성값 또는 editFormat, dateFor

mat 속성값 변경 시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563 Calendar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속성값을 설정하고 textcolorcolumn 속성값을 설정해 특정 일자의 색상을

변경하는 경우 dropdown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고 popupwindow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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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Box

RP 설명

82709 CheckBox 컴포넌트에 포커스를 반복해서 주었을때 focused Pseudo가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refox 브라우저에서 실행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IFRAME 내에서 로딩된 경우 발생한 오

류입니다).

Combo

RP 설명

83221 Combo 컴포넌트의 setSelect 메소드를 호출한 후 getSelect 또는 getSelectedText 메소드 호출 시 값을 반환

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74993 Combo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속성으로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에 없는 값을 value 속성값으로 지정하

는 경우 value값이 설정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82764 Dataset 오브젝트의 exchangeRow 메소드 실행 시 지정된 인덱스가 아닌 다른 Row 인덱스 값을 변경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2297 Dataset 오브젝트의 keystring 속성을 설정하고 moveRow 메소드를 반복해서 실행하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81136 Div 컴포넌트의 async 속성값이 true인 경우 두 번 연속 url 속성값을 변경 한 후 첫 번째 요청했던 url 속성값을

다시 지정하면 해당 Form을 로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82993 바코드 리더기로 스캔한 값을 Edit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으로 입력하는 경우 oninput 이벤트가 중복 발생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클립보드에 데이터를 복사한 후 붙여넣기 방식으로 값을 처리하는 장비에서 발생한 오

류입니다).

82398 Edit 컴포넌트의 너비보다 많은 텍스트를 입력한 경우 다른 곳으로 포커스를 이동했다가 setSelect 메소드 실행

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340 Edit 컴포넌트의 입력 텍스트 중간에 캐럿을 이동해서 입력하는 경우 ontext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valu

e 속성값을 같은 값으로 설정하면 캐럿 위치가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같은 값으로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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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캐럿 위치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Edit 컴포넌트에서 backspace 키를 입력하거나 문자열 선택 후 delete 키를 입력하면 ontext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value 속성값 변경 시 ontextChanged 이벤트가 다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143 Edit 컴포넌트에서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할 때 onkillfocus 이벤트 함수 내에서 Alert 또는 Confirm

메소드를 실행하고나면 포커스를 이동한 컴포넌트에서 값이 입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717 Edit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이 "digit"인 경우에 일본어 전각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360 Edit 컴포넌트에서 imemode 속성값은 "hiragana", lengthunit 속성값은 "ascii"로 지정하고 maxlength 속성

값을 설정한 상태에서 maxlength 속성값으로 지정한 길이만큼 문자열을 입력하고 스페이스키를 누른 상태에서

입력 영역을 반복해서 클릭하면 maxlength 속성값으로 지정한 길이보다 한 문자 더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IE11,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FileDownload

RP 설명

81899 FileDownload 컴포넌트의 onsuccess 이벤트 발생 시 FileDownloadEventInfo 오브젝트의 targetfullpath, u

rl 속성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런타임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

다).

Form

RP 설명

78838 Form 오브젝트의 go 메소드로 다른 Form으로 화면을 이동한 후 reload 메소드 실행 시 이전 Form 화면이 로

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83206 Grid 컴포넌트의 셀 더블클릭 시 oncelldblclick 이벤트가 중복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서피스 프로 디

바이스에서 IE11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마우스가 아닌 터치 동작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995 Grid 컴포넌트의 left 또는 right band를 설정(틀 고정)하고 해당 band 컬럼을 마우스로 크기를 변경하면 스크

롤바를 이동해도 마지막 컬럼값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825 showModal 메소드로 띄운 창에서 Grid 컴포넌트의 첫 번째 Row에서 oncell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런타임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156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suppressalign 속성값이 "over"가 아닌 경우 displaytype 속성값이 'button', '

checkbox'이면 suppress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14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textarea"인 경우 해당 셀에 입력한 값이 없으면 편집상태

에서 방향키를 입력해 다음 행 셀로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065 테마 파일에 Grid 컴포넌트의 controltextarea 셀렉터가 없는 경우 글자가 겹쳐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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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88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col"인 경우 현재 셀 너비보다 긴 텍스트 입력 후 다른 셀로 포커스

를 옮기면 입력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880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을 "col"로 지정하고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appendData 메소

드 실행 시 추가된 데이터가 Grid 컴포넌트에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783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treestate 속성값으로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 타입이 INT로 설정된

경우 속성값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712 Grid 컴포넌트에서 merge 설정된 Cell 오브젝트를 splitContentsCell 메소드를 실행해 분할한 경우 Cell 오브

젝트의 인덱스 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576 Grid 컴포넌트 Body 밴드 오브젝트의 style 속성값에 cellpadding 속성을 적용한 경우 Cell 오브젝트의 style 속

성값에 EXPR을 적용하면 cellpadding 속성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0.410 이후 버전에

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675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크기 계산 중 음수값이 발생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614 Grid 컴포넌트의 leftband를 설정하고 Cell 오브젝트의 suppressalign 속성값이 "first,over", "last,over", "mi

ddle,over" 인 경우 suppress 처리된 셀 텍스트 위치가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실행 환경

또는 IE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80028 Style Sheet 코드에서 Grid>#body 항목에 selectborder 속성이 설정된 경우 셀 클릭 시 oncellclick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GridClickEventInfo 오브젝트의 clickitem 속성값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MaskEdit

RP 설명

82210 MaskEdit 컴포넌트의 onkillfocus 이벤트 함수 내에서 alert 메소드를 실행한 경우 포커스가 옮겨진 컴포넌트에

서 텍스트 입력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540 MaskEdit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전각모드로 숫자 입력을 시도하고 반각모드로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 전각모드에서 입력 시도한 값이 복사되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

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452 MaskEdit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number"인 경우 일본어 IME 전각입력모드에서 숫자 입력 시 중복입력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hrome, Edge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Menu

RP 설명

80804 PopupMenu 컴포넌트의 표시 영역보다 윈도우 크기가 작은 경우 trackPopup 메소드로 띄운 창에서 nextbutt

on이 표시되는 경우 nextbutton 클릭 시 prevbutton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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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Bar

RP 설명

83294 ProgressBar 컴포넌트의 step 속성값이 1 또는 음수를 제외한 숫자인 경우 stepIt 메소드 실행 시 pos 속성값을

잘못된 값으로 처리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199 ProgressBar 컴포넌트의 step 속성값을숫자이외의값으로스크립트에서설정하고 stepIt 메소드호출시이전

step 속성값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158 ProgressBar 컴포넌트의 image 속성값 설정 시 URL 경로를 사용하면 pos 속성값 변경 시 이미지가 움직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157 ProgressBar 컴포넌트의 image 속성값을 스크립트로 수정하는 경우 이미지가 변경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Radio

RP 설명

80551 Radio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속성으로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에 없는 값을 value 속성값으로 지정하는

경우 value값이 설정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tatic

RP 설명

82853 Static 컴포넌트에서 usedecorate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링크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tabnabbing 보안 취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너레이트되는 소스에 rel="noopener noreferrer"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TextArea

RP 설명

83326 TextArea 컴포넌트에서 한글 입력 시 조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ESC 키 입력 후 포커스를 이동하면 글자

가 중첩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037 ADL enableaccessibility 속성값이 true인 경우 TextArea 컴포넌트에서 방향키로 이동 시 스크롤바가 움직이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875 TextArea 컴포넌트에서 한글 텍스트를 입력하고 마지막 글자 삭제 시 ontext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Tex

tArea 컴포넌트의 text 속성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82828 TextArea 컴포넌트에 한글 텍스트를 입력 후 실행 취소 단축키(Ctrl+Z) 입력 시 캐럿이 텍스트 맨 뒤에 위치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690 TextArea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이 Dataset 오브젝트가 바인딩되어 있는 경우 한글 텍스트 입력 후 value 속

성값을 확인하면 마지막에 입력한 종성 문자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

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675 TextArea 컴포넌트의 taborder 속성값이 0이고 vscrollbar가 활성화된 경우 입력된 텍스트 사이에서 마우스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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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 위치 아래로 값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

니다).

82610 TextArea 컴포넌트에서 텍스트 입력 중 ontext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alert 메소드를 실행한 다음 붙여

넣기 단축키(Ctrl+V)로 클립보드에 복사한 문자열을 붙여넣으면 캐럿의 위치가 붙여넣기 이전 위치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0.28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593 TextArea 컴포넌트의 ontext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alert 메소드를 실행한 다음 한글 텍스트를 입력하

고 실행 취소 단축키(Ctrl+Z) 입력 시 실행 취소가 되지 않고 글자가 중복으로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구글 크롬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28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375 TextArea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을 Dataset 오브젝트에 바인딩한 경우 텍스트를 입력하고 onkeyup 또는 o

ntext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alert 메소드를 실행하고 포커스를 이동하면 입력한 텍스트가 Dataset 오브

젝트에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368 TextArea 컴포넌트에 입력된 문자열 중간을 마우스로 클릭한 경우 클릭 위치가 아닌 문자열 맨 앞에 캐럿이 위

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353 TextArea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이 Dataset에 바인딩된 경우 한글 입력 시 조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윈도우로 포커스를 옮겼다가 돌아오면 글자가 중복되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브라우저에

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332 TextArea 컴포넌트에 maxlength 속성값을 지정하고 maxlength 속성값 길이만큼 한글 입력 시 조합이 완료되

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조합을 완료시키면 이전에 입력했던 글자가 삭제되고 길이가 maxlength-1

로 줄어드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329 TextArea 컴포넌트에서 maxlength 속성값을 설정하고 maxlength 속성으로 지정한 길이만큼 한글 입력 후 조

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해 입력을 확정하고 방향키 입력 시 줄바꿈이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328 TextArea 컴포넌트에 maxlength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한글을 입력하고 마지막 문자가 조합되지 않은 상태에

서 텍스트 편집 영역 중 비어있는 영역을 클릭하면 다음 줄에 입력된 글자가 한 칸 위로 올라오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84 TextArea 컴포넌트의 maxlength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maxlength 속성값과 같은 길이의 문자열을 붙여넣기

하고 캐럿 위치를 이동한 후 영문/스페이스/특수문자 입력 시 캐럿 위치 뒤쪽에 입력된 문자열이 사라지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71 TextArea 컴포넌트에 한국어 입력 중에 방향키로 캐럿 위치를 변경한 후 포커스가 컴포넌트에서 벗어나는 경우

마지막에 입력한 글자가 캐럿 위치 뒤에 있는 글자를 덮어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68 TextArea 컴포넌트의 maxlength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maxlength 속성값과 같은 길이의 문자열을 붙여넣기

하고 캐럿 위치를 문자열 맨 앞으로 이동한 한국어 입력 시 입력된 문자열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55 TextArea 컴포넌트에 한글 입력 후 CTRL+Z 키 입력 시 두 글자씩 지워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IE9 브

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37 TextArea 컴포넌트에서 Dataset 오브젝트와 바인딩한 경우 한글 입력 중 방향키를 누르고 포커스를 이동하면

마지막 입력값이 잘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36 TextArea 컴포넌트와 Dataset 오브젝트가 바인딩된 경우 한글 입력 후 CTRL+Z 키를 입력한 후 포커스를 다른

컴포넌트로 이동했을 때 화면에 보여지는 텍스트와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값이 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29 TextArea 컴포넌트와 Dataset 오브젝트가 바인딩된 상태에서 입력한 문자열 일부를 선택하고 백스페이스키로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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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실행취소]를 선택해서 삭제된 문자열을 되돌립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밖으로 포

커스를 이동하면 실행취소로 되돌려진 문자열이 Dataset 오브젝트에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9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24 TextArea 컴포넌트에서 Dataset 오브젝트와 바인딩한 경우 한글 입력 중 ESC 키를 누르고 포커스를 이동하면

text 속성값과 value 속성값이 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16 TextArea 컴포넌트의 maxlength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클립보드에 복사된 텍스트를 붙여넣기 후 한글입력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0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13 TextArea 컴포넌트의 maxlength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오른쪽 방향키를 입력하면 maxlength 속성값으로 설

정한 길이보다 한글자가 더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12 TextArea 컴포넌트와 Dataset 오브젝트가 바인딩된 상태에서 입력한 문자열 일부를 선택하고 백스페이스키로

삭제한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실행취소]를 선택해서 삭제된 문자열을 되돌립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밖으로 포

커스를 이동하면 실행취소로 되돌려진 문자열이 Dataset 오브젝트에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08 TextArea 컴포넌트에서 Dataset 오브젝트와 바인딩한 경우 입력된 텍스트 사이에 캐럿을 옮겨놓은 상태에서

한글 한글자 입력 후 ESC 키를 누른 다음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하면 입력값이 지워지는데 Dataset 오

브젝트에는 입력값이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SC 키 입

력 시 입력값이 지워지는 현상은 브라우저 동작입니다).

82165 TextArea 컴포넌트에 입력된 문자열 중간에 한글을 입력하면 Alert 메소드를 실행되도록 한 경우 캐럿 위치 뒤

에 있는 문자열이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140 TextArea 컴포넌트에 한글 입력 후 중간에 글자를 추가하고 마지막 글자로 캐럿 이동 후 실행취소 단축키(Ctrl+

Z) 입력 시 중간에 추가된 글자가 복사되어 다음 위치의 글자를 덮어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엣지 브라우

저에서 실행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82139 TextArea 컴포넌트에 한글 입력 시 한글 조합 중 삭제하는 작업을 반복했을 때 value 속성값의 length 값이 정

확하지 않은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128 TextArea 컴포넌트에 입력된 값을 스크립트에서 공백문자가 중복되어 입력되는지 확인하는데, 특수문자 앞에

캐럿을 위치시키고 공백문자를 입력하면 공백문자 2개로 인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IE9 브라우저에

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28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127 TextArea 컴포넌트에서 maxlength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한글 입력 시 백스페이스키로 입력한 문자열을 삭제

하고 다시 입력하면 일부 문자열이 누락되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81595 TextArea 컴포넌트의 visible 속성값이 false이거나 enable 속성값이 false일 때 디바이스 방향 전환 시 ScrollB

ar 오브젝트의 max 속성값이 갱신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244 TextArea 컴포넌트에서 deleteText 메소드 실행 시 파라미터를 입력하지 않으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9600 TextArea 컴포넌트의 scrollbars 속성값을 "none"으로 지정한 경우 마우스 휠 조작 시 스크롤 기능이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918 TextArea 컴포넌트의 onload 이벤트 함수 내에서 value 속성값 지정 시 캐럿이 맨 앞에 위치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Firefox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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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rowser

RP 설명

78043 Application 오브젝트의 usewaitcursor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WebBrows

er 컴포넌트 컨텐츠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XPush

RP 설명

82659 XPush 오브젝트의 connect 메소드 실행 후 앱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화면 조작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운영체제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359 XPush 오브젝트 사용 시 신뢰성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

류입니다).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83200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 클립보드의 문자열을 붙여넣기하는 경우 onchar 이벤트 발생 시 CharEventInfo

오브젝트의 chartext 속성값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83194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 클립보드로 복사된 문자열을 붙여넣을 때 maxlength 속성값에 지정한 길이 이상의

문자열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345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alert 메소드가 실행되면 포커스가 잃어버

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IFRAME 태그 내에 애플리케이

션이 로딩된 경우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81529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스크립트로 value 속성값을 지정하고 setFocus 메소드 실행 시

캐럿 위치가 해당 행 맨 앞으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2775 IFRAME 태그의 src 속성으로 넥사크로플랫폼 애플리케이션 URL을 지정하고 HTML 내 버튼 클릭 시 특정 컴포

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하도록 했을때 포커스는 이동하지만 해당 컴포넌트 위치로 스크롤 위치가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Firefox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Chrome 브라우저는 브라우저 제약으로 인해 스크롤 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82757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nDataType 파라미터를 1(Binary 타입)으로 지정한 경우 송신 속도가 느린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82505 IFRAME 태그의 src 속성으로 넥사크로플랫폼 애플리케이션 URL을 지정하고 callscript 함수를 호출해서 setFo

cus 메소드를 실행하는 경우 화면 이동을 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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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75 MaskEdit 편집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의 텍스트 편집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컨텍스트 메뉴를

실행하고 클립보드에 저장된 값을 붙여넣기 하는 경우 값이 입력되었다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

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443 애플리케이션 로딩 시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컴포넌트가 포커스를 가진 상태에서 Backspace 키

를 입력하면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093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이 지정된 상태에서 연결된 Form에 있는 Button 컴포넌트의 defaultbutton 속성값

이 true인 경우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엔터키를 입력해 이벤트 함수 내에서 스크립트로 url

속성값을 변경한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

류입니다).

82082 1000개 이상의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 화면이 멈추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

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053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nableaccessbility 속성값이 true인 경우 선택한 컴포넌트에 테두리가 표시되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28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

류입니다).

81923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trackPopup 메소드를 실행한 후 Edit 컴포넌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t

rackPopup 창을 닫으면 포커스와 캐럿 위치가 서로 다른 컴포넌트에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

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810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이 지정된 상태에서 Grid 컴포넌트의 셀 클릭 후 텍스트 편집 중에 onkeyup 등의 이

벤트 함수 내에서 스크립트로 url 속성값을 변경한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14.4.2 디바이스 API

RP 설명

81937 Hover Element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862 입력 컴포넌트에 포커스 이동 시 키패드가 올라오면서 입력 컴포넌트를 가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

드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897 execBrowser 메소드 실행 시 특정 파일 경로 접근 시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

드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317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Output 창에 표시되는 텍스트 맨 뒤에 캐럿이 위치한 상태에서 Find 단축키(Ctrl+F) 입

력 후 Find 창을 호출했을때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Output 창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Find in Files 단축키(Ctrl+Shift+F) 입력한 경우

Find 창이 호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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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Find in Files 창을 띄운 상태에서 Find in Files 단축키(Ctrl+Shift+F)를 입력한 경우 비

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148 넥사크로 스튜디오 Form 디자인 화면에서 Tab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컨텍스트 메뉴 중 [Goto Tabpage]를 선

택하고 현재 Tabpage를 지정하면 Tabpage 화면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826 넥사크로 스튜디오 Form 디자인 화면에서 Tab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goto Tabpage] 항목

을 선택했을때 지정한 Tabpage 화면으로 변경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14.4.4 기타

RP 설명

82315 화면 아래로 스크롤을 이동했다가 맨 위로 스크롤을 이동하면 새로고침 UI가 표시되며 새로고침이 실행되어 화

면 맨 위로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 69 이상 버전에서 실행

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82175 스크립트 작성 시 var 선언 없이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변수명에 따라 프레임워크 스크립트와 충돌해 잘못된 값

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088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SHA-256 관련 경고창이 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indow XP 운영체제에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82057 웹 브라우저 콘솔 출력 창에서 "target-densitydpi" 관련 경고 문구가 중복해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81851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layered 속성값이 true인 ChildFrame 오브젝트를 띄우는 경우 화면에 표시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사용자 PC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색상 깊이를 32bit로 지정하고 런타임 환경에

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1432 도움말 항목 중 Calendar 컴포넌트의 usetrailingday 속성의 Default 값이 잘못 표시된 것을 수정했습니다.

81424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usevml 속성 설명에서 지원하지 않는 IE6, IE7 관련 설명을 삭제했습니

다.

81423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shadow 속성 설명에서 지원하지 않는 IE6, IE7 관련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80927 도움말 항목 중 VirtualFile 오브젝트의 async 속성 설명에서 중복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81675 도움말 항목 중 ChildFrame 오브젝트의 showontaskbar 속성이 적용되는 시점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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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2802

File Version 2018,10,31,1

15.2 신규기능

1. Runtime환경에서 Edit계열의 Text를 마우스 3번을 클릭하면 클릭한 위치의 문단이 선택되도록 마우스 클릭 기

능이 추가되었습니다. (RP.81579)

설명

> 문단의 기준은 엔터(\r) 혹은 줄바꿈(\n)까지입니다.

2번 클릭과 3번 클릭의 구분

> 더블클릭 이후 0.5 초 이내 동일한 포인트를 클릭 했을 경우 3번 클릭으로 간주합니다.

2. transaction 및 dataset.load 수행 시 서버에서 errorcode 값을 음수로 사용 할 때 서버에서 받은 dataset을 허

용하는 ADL Property가 추가되었습니다.(RP.81140, 79666)

설명

transaction 및 dataset.load 함수 수행 시 errorcode 음수값 발생 시 서버로 부터 넘겨받는 dataset 처리 방식을 설정하는 속

성입니다.

Systax)

application.set_datasetloadtype(strType) // set

application.datasetloadtype //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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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Syntax)

onsuccess : transaction() 및 dataset.load() 수행시 성공 시에만 데이터 처리

errorallow : transaction() 및 dataset.load() 수행시 성공 / 실패 유무와 관계없이 데이터 처리

설명

3. Secure cookie를 지원합니다. [Windows Runtime/HTML5/Android] (RP 78784, 79822, 81076)

Method 설명

setVariable

Global 영역에 변수를 추가하는 메소드입니다.

Sample Call)

application.setVariable("strID", "varValue", "secure");

addVariable

Global 영역에 변수를 추가하는 메소드입니다.

Sample Call)

application.addVariable("strID", "varValue", "secure");

nexacro studio 설명

GlobalVariables에 secure cookie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protocol 설명

HTTP "http"인 경우에는 secure로 설정 되지 않은 쿠키만 request 쿠키에 포함

HTTPS "https"인 경우에는 모든 cookie가 request쿠키에 포함

4. Android에서 private 폴더에 접근 못하도록 기능 추가됐습니다. (RP 80475)

설명

Sample Call)

import com.nexacro.NexacroUtils; //선언 후

NexacroResourceManager rm = NexacroResourceManager.getInstance();

NexacroUtils.changeFilePermission(rm.getApp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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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오류수정

15.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80615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xit 메소드를 실행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했을때 WebBrowser 컴포넌트가 사라지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722 Application 오브젝트의 checkversion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화면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

OS 런타임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alendar

RP 설명

80943 Calendar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true 인 경우 calendaredit 영역에 표시되는 문자열을 전체 선택한 상

태에서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변경하면 문자열을 선택한 블록이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566 Calendar 컴포넌트의 expr 속성값 지정 시 처리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80316 Combo 컴포넌트의 bringToFront 메소드 실행 후 컴포넌트에 표시되는 텍스트가 아래로 밀려 표시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IE9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583 Combo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속성에 없는 값을 setColumn 메소드로 지정하는 경우 text 속성값이 undef

ined 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623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search", "filter", "filterlike"인 경우 드롭다운 버튼 클릭 시 키패드가 올라

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Dataset

RP 설명

80024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 type을 "String"에서 "BIGDECIMAL"로 스크립트 내에서 변경 후 getCaseSum 메소

드 호출 시 정상적인 값을 반환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842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 타입이 "INT", "BIGDECIMAL", "FLOAT"인 경우 값이 0인 ROW 삭제 시 getRowTy

pe 메소드로 확인한 ROWTYPE이 1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358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 type 값이 "DATE" 또는 "DATETIME"인 경우 keystring 속성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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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수정했습니다.

78847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 type값이 "time"인 경우 saveXML 메소드 실행 시 잘못된 값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80382 Dataset 오브젝트에 undefined 값을 설정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Div

RP 설명

79528 Div 컴포넌트의 visible 속성값이 false인 상태에서 url 속성값을 지정하면 visible 속성값을 true로 변경해도 포

커스가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80991 Edit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alert 메소드 실행 후 Edit 컴포넌트에 value 속성값을

지정하면 value 속성값 대신 displaynulltext 속성값이 표시되며 입력모드로 전환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80844 Edit 컴포넌트에 값 입력 후 포커스 이동 시 canchange, on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IE8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623 키패드가 올라온 상태에서 다른 Edit 컴포넌트 선택 시 포커스가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

이드 운영체제에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589 Edit 컴포넌트의 이벤트 함수 내에서 Dataset 오브젝트와 바인딩된 value 속성값을 null로 지정한 경우 속성값

이 이전 값으로 복원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976 Edit 컴포넌트에 maxlength 속성값을 지정하고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값을 변경했을때 maxlength 속

성값으로 지정된 길이만큼만 데이터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9, IE10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769 Edit 컴포넌트의 value 속성이 Dataset 오브젝트와 바인딩된 경우 소숫점 마지막 자리가 0으로 입력되었을때 E

dit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과 Dataset 오브젝트의 값이 다르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658 Edit 컴포넌트에서 한국어 입력 후 스페이스키 입력 시 입력값이 지워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

영체제에서 런타임 실행 시 천지인 자판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78234 Edit 컴포넌트의 onkillfocus 이벤트 함수 내에서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변경하는 경우 displaynulltext 속성

값으로 지정된 값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599 Edit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문자열 입력 후 포커스를 가질 수 없는 컴포넌트(예: Sta

tic)을 클릭하면 캐럿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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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Uplodad

RP 설명

77419 Fileupload 컴포넌트의 upload 메소드 실행 시 서버와 통신이 끊기는 경우 onerror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orm

RP 설명

81034 Form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후 반환되는 Parameter 값 중에서 에러 처리값을 제외한 나머지 변

수값이 global 변수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819 Form 오브젝트의 reload 메소드를 호출할 때 Service cachelevel 동작이 지정된 설정값이 아니라 "session"으

로만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177 Form 오브젝트의 stepcount 속성값을 지정하고 Step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화면 아래가 잘리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81166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text"인 경우 한국어 입력 후 포커스를 이동했을때 입력한

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OS 운영체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134 Grid 컴포넌트의 cellsizingtype 속성값을 지정한 후 특정 테마 설정에서 Column 또는 Row 크기 변경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643 마우스 클릭 동작으로 Grid 컴포넌트의 Cell 편집 상태 진입 시 화면이 멈추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7

운영체제에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598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이고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edittype 속성값이 "checkb

ox"인 경우 해당 셀을 마우스로 클릭했을때 다른 셀로 포커스가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578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col"인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copyRow 메소드 실행

시 autosizing 처리가 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429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edittype 속성값을 "button"으로 지정하고 suppress 속성을 지정

한 경우 스크롤 동작 시 buttoncontrol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80365 Grid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한 후 true로 변경했을때 스크롤 영역 밖에 있는 Cell의 pseudo

가 변경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342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edittype 속성값이 "date"이고 calendardisplay 속성값은 "displa

y", calendardisplaynulltype 속성값은 "none"일 경우 expr 속성값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247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은 "col"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은 "tree"인 경우 autosiz

ing 시 일부 공백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18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을 문자 형태가 아닌 컨트롤 형태로 지정하고 edittype 속성

값을 지정한 후 Cell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편집 상태로 전환했을때 oncellclick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GridClickE

ventInfo 오브젝트의 clickitem속성값을 반환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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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2 Grid 컴포넌트 Band 오브젝트의 selectborder 속성값이 선택 영역이 아닌 Cell 또는 Band 위치에 마우스 오버

상태일때 반영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076 Grid 컴포넌트의 Cell 오브젝트에 suppress를 적용한 경우 셀을 클릭하고 스크롤바를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했

을때 일부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040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로 포커스 이동 시 첫 번째 컬럼에서 캐럿 위치가 뒤에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IE, Edge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026 Grid 컴포넌트의 oncellclick 이벤트 처리 시 GridClickEventInfo 오브젝트의 속성에 잘못된 값이 포함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8669 Grid 컴포넌트에서 가로 스크롤바 조작 시 Grid 컴포넌트 내 빈공간이 보이거나 스크롤 위치가 갑자기 움직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791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인 경우 align 속성값을 halign 또는 valign 속성

하나만 지정했을때 지정하지 않은 align 속성값이 테마에 설정된 값이 아닌 기본값으로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81379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에 표시되는 Calendar 컨트롤의 spin 버튼 클릭 조작 시 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84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date", mask 속성값이 "yyyy-MM-dd HH:mm:ss"이고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 타입이 "String"이면서 값이 "00000000"인 경우 잘못된 값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PopupMenu

RP 설명

80673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2 레벨 메뉴 아이템을 펼친 후 최상위 메뉴 아이템을 선택했을때 하위 레벨 아이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702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화면 스크롤 시 Popup 창 위치가 어긋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extArea

RP 설명

81113 TextArea 컴포넌트의 wordwrap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컴포넌트의 높이가 계산된 글자 높이보다 작은 경우 스

크롤바를 움직이면 글자가 겹쳐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Browser

RP 설명

80723 WebBrowser 컴포넌트에 포함된 웹문서에서 contenteditable 속성을 사용하는 경우 스크롤 동작을 하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6.0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갤럭시 S5 기기에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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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0930 컴포넌트의 스타일 속성 일부가 누락된 경우 system.print 메소드 호출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HTM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786 expr 구문 내에서 특정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일부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대상 오브젝트와 메소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Math.ceil

- Math.floor

- Math.round

- new Date

- new Image

80526 showModal 메소드 실행 후 팝업창에서 스크립트로 부모창의 Tab 컴포넌트에 tagpage를 추가한 후 팝업창을

클릭하거나 닫을 경우 부모창 화면이 이전 화면으로 복원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194 Div 컴포넌트 내 Grid 컴포넌트를 배치한 경우 다른 조건에 따라 Div 컴포넌트나 Grid 컴포넌트의 스크롤바가

생성되었을때 Grid 컴포넌트의 Band 크기가 조정되지 않아 일부 스타일 요소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80126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반환되는 값의 ErrorCode 값이 0 미만의 음수인 경우 데이터셋을 받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780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값을 입력하고 스크립트에서 readonly 속성값을 true로 변경했을

때 Undo(Ctrl+Z) 기능이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685 Tabpage 오브젝트에 연결된 Form에서 application.open 메소드를 실행한 후 열려진 창에 포커스를 이동했다

가 다시 Tabpage 오브젝트에 연결된 Form으로 포커스 전환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HTML5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651 WebBrower 컴포넌트 내 호출된 웹 콘텐츠를 터치 동작으로 조작한 후 다른 컴포넌트가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186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입력된 텍스트를 Cut, Copy 하는 경우 onchar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540 3개 이상의 프레임창을 실행한 상태에서 포커스가 있는 프레임창에서 스크립트로 다른 프레임창을 닫는 경우 포

커스가 현재 창이 아닌 다른 프레임창으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482 showmodal 메소드 실행 후 팝업창에서 닫기 버튼 클릭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846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반환되는 값의 ErrorCode 값이 0 미만의 음수인 경우 rowType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185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조합문자 입력 중에 입력된 문자열을 터치하는 경우 중복으로 입력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088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마우스 휠 동작으로 스크롤 이동 시 캐럿 위치가 어긋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0, IE11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039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로 Tab 키로 포커스를 옮겼을때 캐럿 위치가 어긋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IE8, IE9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190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ontextchange, ontext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다른 컴포넌

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변경했을때 컴포넌트에 문자열 입력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9 브라우

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184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inputtype 속성값이 "half"인 경우 일본어 전각문자를 입력하고 조합중인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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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캐럿 위치를 변경하고 문자열을 붙여넣기하면 조합중인 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

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776 Calendar, Combo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 변경 후 엔터키 입력 시 캐럿 위치가 맨 앞으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623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nabletouchevent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Edit 컴포넌트에서 드래그앤드롭 동작으로

Grid 컴포넌트로 이동했을때 ondrop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실행 환경 또는

안드로이드,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15.3.2 디바이스 API

RP 설명

80590 핀치 줌 동작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Samsung Intern

et Browser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110 핀치 줌 동작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크롬 브라우저 67

미만 버전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175 VirtualFile 오브젝트에서 바이너리 파일 저장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제체에서 런타

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5.3.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0376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Launch 옵션 변경 시 quickview 실행 시 LaunchProject가 실행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48618 넥사크로 스튜디오 스크립트 편집 창 상단 함수 목록에서 특정 함수 선택 시 해당 라인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15.3.4 기타

RP 설명

80627 Alias 경로 "%USERAPP%" 사용 시 설정된 경로가 매뉴얼과 다르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449 태블릿 기기에서 화면을 터치해 동작하는 경우 드래그 앤 드롭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10 Edg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774 system.print 메소드로 인쇄가 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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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1558 도움말항목중 Radio 컴포넌트의 letterspace 속성항목과 FileDownloadErrorEventInfo 오브젝트의 eventid

속성 항목의 설명이 누락된 것을 추가했습니다.

81476 도움말 항목 중 사용하지 않는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SketchErrorEventInfo, SketchEventInfo, SketchLoadE

ventInfo)

81106 매뉴얼 항목 중 image 속성 설명에 TIFF 파일 형식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80612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usesoftkeyboard 속성 설명에 태블릿 기기에서 펜 사용 시 주의사항 설명을 추가했

습니다.

80390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parent 속성 설명 중 HTML5 버전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삭제했습니다.

80374 도움말 항목 중 onkillfocus 이벤트 설명 중 이벤트 발생 제약에 관련된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80352 도움말 항목 중 프레임 오브젝트에서 누락된 좌표 관련 속성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대상 오브젝트: ChildFrame, FrameSet, HFrameSet, VFrameSet, MainFrame, Menu

대상 속성: bottom, height, left, right, top, width

79652 도움말 항목 중 컨테이너 오브젝트의 step 관련 속성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 Form, Div, PopupDiv 오브젝트의 stepcontrol 속성 항목 추가

- Form 오브젝트의 stepcount 속성 항목 삭제

79529 도움말 항목 중 Font 오브젝트의 size 속성에 대한 설명에 음수값 지정 시 동작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77391 도움말 항목에서 누락된 onorientationchange 이벤트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76710 도움말 항목 중 누락된 Button 컴포넌트의 getStyleValue,setStyleValue 메소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48510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suppress, suppressalign 속성 설명에 조건에 따른 제약사항 설

명을 추가했습니다.

73288 도움말 항목 중 Tabpage 오브젝트의 stepcontrol 속성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47744 도움말 항목 중 누락된 CheckBox, Radio, Step 컴포넌트의 buttonalign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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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2700

File Version 2018,6,26,1

16.2 변경기능

1. nexacro14lib의 버전정보를 알 수 있도록 Deploy기능이 변경되었습니다.(RP.80331)

설명

변경 전
Deploy 수행

> Generate Path의 nexacro14lib 폴더 안에 js파일만 생성

변경 후
Deploy 수행

> Generate Path의 nexacro14lib 폴더 안에 Module json 파일도 같이 생성

16.3 오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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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Dataset

RP 설명

79867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 type 설정이 "DATETIME", "TIME"인 경우 setColumn 메소드에서 밀리세컨드 값을

설정하지 않았을때 비정상적인 값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508 Dataset 오브젝트의 enableevent 속성값을 false로 변경한 상태에서 insertRow 메소드 실행 시 rowposition

이 삽입된 Row로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79923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을 빈값("")으로 지정했다가 다시 유효한 속성값을 지정했을때 이전 stepindex 정보

가 연동되면서 화면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80100 2개 이상의 Edit 컴포넌트를 번갈아 터치했을때 키패드가 내려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런

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celExportObject

RP 설명

79613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uitype 속성값이 "exportprogress"인 경우 exportmessageprocess

속성값으로 설정한 텍스트가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80185 Grid 컴포넌트의 setFormatRowProperty 메소드로 summary 밴드의 size 속성값 변경 시 getCurFormatStri

ng 메소드 실행 시 가져오는 XML에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055 Grid 컴포넌트의 setCellProperty 메소드 파라미터 중 strPropID 값을 "text"로 지정하고 varValue 값을 숫자

로 지정한 경우 getCurFormatString 메소드 실행 시 지정된 값을 가져오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021 Grid 컴포넌트 body 밴드 영역 Cell 오브젝트의 celltype 속성값이 "head" 또는 "summary"인 항목을 setColu

mn 메소드로 값 변경 시 갱신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985 Grid 컴포넌트의 Cell 영역에 표시되는 글자가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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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771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decoratetext"인 경우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

e 속성값을 "col"로 지정했을때 decoratetext 처리를 위해 사용한 태그 문자열을 포함한 길이만큼 컬럼 크기가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672 Grid 컴포넌트의 autosizebandtype 속성값은 "allband", autosizingtype 속성값은 "row ", autofittype 속성

값은 "col"으로 설정한 경우 getRealRowSize 메소드 실행시 잘못된 값을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614 Grid 컴포넌트의 autofittype 속성값을 "col"로 지정한 경우 마지막 컬럼이 보이지 않거나 잘려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323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을 "text", editlimit 속성값을 3으로 설정한 경우 일본어 IME

모드에서 입력한 값이 아닌 다른 값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78603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bar"인 경우 controlimage 속성값이 이미지로 동작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PopupDiv

RP 설명

80099 Popup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변경하는 경우 oncloseup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extArea

RP 설명

80299 TextArea 컴포넌트의 텍스트 편집 영역에서 엔터키 입력 시 두 줄씩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

저에서 런타임 환경을 임베디드 형식으로 실행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71804 TextArea 컴포넌트의 텍스트가 많아서 스크롤바가 생기는 경우 스크롤바 이동 시 텍스트 잔상이 남아있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Browser

RP 설명

79484 WebBrowser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반복해서 변경했을때 컴포넌트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0244 Combo 컴포넌트의 text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변경 후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옮기면 변경된 텍스트가 사

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5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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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65 WebBrowser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는 Form 오브젝트에서 FileDialog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File

Dialog 오브젝트가 Form 뒤로 숨겨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

.0.0.119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078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변경한 경우 연결된 폼이 로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

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25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071 Tab 컴포넌트 Tabpage 오브젝트에 WebBrowser 컴포넌트가 포함된 경우 탭버튼 영역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

으면 CPU 점유율이 높아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974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된 화면 터치가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발생

한 오류입니다. 14.0.1.25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415 Dataset 오브젝트와 바인드된 컴포넌트의 value, index 속성값을 스크립트로 초기화하는 경우 값이 설정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오류가 발생한 스크립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Edit, TextArea, Calendar, CheckBox : set_value(null)

- Spin : set_value('')

- Radio, Combo : set_index(-1)

80332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constcolumn 항목의 value값이 빈값인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14.0.1.2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135 Form 오브젝트의 bringToFront 메소드 호출 후 Tab 키 입력으로 Edit 컴포넌트에서 Combo 컴포넌트로 포커

스 이동 시 이전 컴포넌트(Edit)에 caret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9, IE10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686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컴포넌트의 ondrop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터치 동작으로 드래그앤드롭 동작을 하는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79417 Calendar, MaskEdit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IME 모드로 값 입력 시 입력된 값이 표시되지 않고 caret만 이동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825 TabPage 오브젝트 내 Grid 컴포넌트 head 밴드의 Cell 오브젝트의 selectbackground, selectfont, selectcol

or 속성으로 지정한 속성값이 화면에 표시되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16.3.2 디바이스 API

RP 설명

80160 이미지 데이터를 바이너리 통신으로 처리 시 IOException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832 Camera 오브젝트의 takePicture 메소드 실행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앱 빌드 옵션에서 targetSdkVersion를 24로 지정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80464 Map 컴포넌트 로딩 후 지도 화면을 드래그 동작으로 이동할 수 없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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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기타

RP 설명

80170 NexacroLauncher 실행 시 bjson 속성값은 그대로 유지하고 key 속성값만 변경한 경우 안전하지 않은 도메인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697 화면 스크롤 중간에 여백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11.3 운영체제 사용 시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터

치 동작으로 스크롤 이동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562 디바이스의 TalkBack 설정을 켜짐 상태로 변경한 상태에서 앱 실행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0.1.2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6.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9513 Screen 오브젝트의 autozoom, name, screenwidth, sizeorientation, type 속성에 대한 링크 오류를 수정하

고 내용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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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2600

File Version 2018,5,29,1

17.2 신규기능

1. Android, iOS 앱 환경에서 권한을 확인 및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77240)

설명

실행하는 앱의 사용 권한을 확인 및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1. 권한을 확인하는 Method

nexacro.system.checkDevicePermission(permission_types:Array);

- permission_types : 대상 기능

-> Method 수행 후 ondevicepermission Event가 발생합니다.

2. 권한을 요청하는 Method

nexacro.system.requestDevicePermission(permission_types:Array, description:String); -Android

nexacro.system.requestDevicePermission(permission_types:Array); -iOS

- permission_types : 대상 기능

- description : 권한 요청에 대한 설명 문 (안드로이드 전용)

- Method 수행 후 ondevicepermission Event 발생합니다.

-> 권한을 얻은 기능에는 Method 수행시 ondevicepermission Event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권한을 확인/요청 Method 사용 시 발생하는 Event

ondevicepermission(obj:Application,e:nexacro.DevicePermissionEvent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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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ON 오브젝트 문자열 데이터로 받아옵니다.

-> 출력 방법 : JSON.stringify(e.status)

3-1 권한 확인 Method를 사용했을 경우

-> 권한 확인을 요청한 기능에 대해서 상태 내용이 출력됩니다.

ex) "calendar" 권한 확인 시 {"calendar":1}로 출력합니다.

3-2 권한 요청 Method를 사용했을 경우

-> 모든 기능의 상태 내용이 출력됩니다.

ex) {"calrendar":1,"camera":0,"sms":0.....,"storage":1}

4. 대상 기능

- Android : phone, sms, storage

- iOS : photo, reminders

- 공통 : calendar, camera, contacts, location, microphone

설명

2. ExcelExportObject의 exportmessageprocess Property에 백분율을 표시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

P.78884)

설명

ExcelExportObject의 exportmessageprocess Property에 백분율을 표시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1. 대상 오브젝트

- ExcelExportObject

2. 설명

- Export 진행도중 출력될 문자열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기존 기능

ExcelExportObject.set_exportmessageprocess( "%d Item, %d Record / %d Total" );

//신규 기능

ExcelExportObject.set_exportmessageprocess( "Item : %i" );

ExcelExportObject.set_exportmessageprocess( "Record index : %r" );

ExcelExportObject.set_exportmessageprocess( "Totalcount : %t" );

ExcelExportObject.set_exportmessageprocess( "Percent : %p" );

- 단일 기능으로 사용 가능하며, 단일 기능을 조합하여 복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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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변경기능

17.4 오류수정

17.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Dataset

RP 설명

79667 Dataset 오브젝트의 reversesubsum 속성값이 true인 경우 컬럼값을 수정했을때 소계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191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 type 설정이 "DATE", "DATETIME", "TIME"인 경우 setColumn 메소드에서 비정상

적인 값이 입력되는 경우 값이 설정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79425 Edit 컴포넌트에 빈문자열이나 특정 파일을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붙여넣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비정상 종료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833 Edit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지정하고 inputtype 속성값을 "digit", "full"로 설정한 경우 입력 제

한된 문자열 입력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일본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IE8 브라우

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orm

RP 설명

79768 Form 화면 크기 변경 시 스크롤바가 생성되면서 지정된 레이아웃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79727 Grid 컴포넌트에 가로 스크롤바가 표시되는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updateConstColID 메소드 실

행 시 스크롤바가 움직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510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이 "area", "multirow", "multiarea" 중 하나인 경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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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상태에서 드래그해 영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한 후 왼쪽 버튼을 떼는 경우 선택 상

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148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mask"이고 mask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숫자 연산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5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143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filter 속성값이 "number", "integer", "digit"인 경우 영문자 입력 후 방향

키로 셀 이동 시 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756 Grid 컴포넌트의 getCurFormatString 메소드 실행 시 한글 문자열이 깨져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707 Grid 컴포넌트의 enable, visible 속성값이 false인 상태에서 enable 속성값을 true로 변경한 후 addRow 메소

드를 실행하고 visible 속성값을 true로 변경하면 Cell 오브젝트가 disabled 상태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RP 설명

ListBox

RP 설명

79781 ListBox 컴포넌트에서 세로 스크롤바를 하단으로 이동해 아이템을 2개 이상 선택하고 clearSelect 메소드 실행

시 아이템이 모두 사라져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775 ListBox 컴포넌트의 아이템 선택 후 드래그한 상태에서 이전 선택한 값이 focused 슈도값으로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ab

RP 설명

78896 Tab 컴포넌트 Tabpage 오브젝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한 후 다시 true로 설정한 경우 Tabpage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605 Tab 컴포넌트의 usecontrolkey 속성값이 true인 경우 단축키 Ctrl+Backspace 키 입력 시 onextrabuttonclic

k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79798 Form 오브젝트의 onload 이벤트 함수 내에서 Grid 컴포넌트의 showEditor(true) 메소드 실행 시 편집 상태가

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open 메소드, reload 메소드를 사용해 Form 오브젝트가 로딩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79779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을 "number"로 변경한 후 다시 "normal"로 변경하는 경우 한국

어가 입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663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SSV 데이터 처리 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622 팝업창의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를 이동해서 키패드가 올라온 상태에서 팝업창을 닫는 경우 부모창의 스크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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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368 Form 오브젝트의 loadstyle 메소드 실행 시 Grid 컴포넌트의 스크롤바 스타일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79221 Form 오브젝트의 loadstyle 메소드 실행 시 Grid 컴포넌트의 특정 Cell 스타일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79192 ChildFrame 오브젝트에서 showModal 메소드를 실행하고 띄워진 모달창의 onload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키 입력이 실행된 경우 부모창에 키 입력이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79164 Edit 컴포넌트에서 onchanged, onkeyup 이벤트 함수 내에서 getNextComponent 메소드로 반환된 오브젝

트로 setFocus 메소드를 사용해 포커스 이동 시 onkeyup 이벤트가 onkeydown 이벤트가 발생한 컴포넌트가

아닌 컴포넌트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115 showModal 메소드를 사용해 팝업창을 띄운 상태에서 hotkey 속성값으로 지정된 키 입력시 부모창의 hotkey

가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577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onlbuttondown 이벤트 함수 내에서 PopupMenu 컴포넌트를 띄

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텍스트 편집 영역이 없는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옮기는 경우 캐럿이

이전 컴포넌트에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534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onchar 이벤트 함수 내에서 value 속성값을 설정하는 경우 히라가나 문자열 입력,

확정 후 포커스 이동 시 입력된 문자열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17.4.2 디바이스 API

RP 설명

79854 제스쳐로 화면 캡쳐 후 터치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제스처로 화면 캡쳐를 지원하는 일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037 디바이스의 가로, 세로 상태 변경 시 System 오브젝트의 mobileorientation 속성값이 변경된 값으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실행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9159 넥사크로 스튜디오 Form 디자인 화면에서 [Paste Special] 메뉴 항목 선택 후 Option 선택창에서 일부 항목을

체크 해제하면 정상적으로 컴포넌트가 복사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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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기타

RP 설명

79665 cachelevel 값을 "session"으로 지정했을때 validation 체크 통신이 진행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632 cachelevel 값을 "session"으로 지정했을때 Tab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는 Form에 있는 Div 컴포넌트의 url 전

환이 최초 한번만 실행되고 이후에는 실행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478 위젯으로 구성된 화면에 WebBrowser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539 브라우저 옵션 설정 변경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저에서 [인터넷옵션 > 사

용자 지정 수준 > ActiveX 컨트롤 및 플러그인 > ActiveX 컨트롤 및 플러그인 실행]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한 경

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IE9 이상 버전은 오류가 수정됐지만, IE8 버전에서 해당 옵션 설정 시에 발생하는 오류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7.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9792 도움말 항목 중 FileDownload 컴포넌트의 top, width 속성과 FileUpload 컴포넌트의 width 속성에 대한 설명

이 누락된 것을 보완했습니다.

79654 도움말 항목 중 Form 오브젝트의 setTimer 메소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79646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scrollpixel 속성에서 사용하는 Syntax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79404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oncellclick 이벤트 항목 설명에 이벤트 발생 조건에 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78597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barcolor, displaytype, controlimage 속성에 대한 설명을 보완

했습니다.

77191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의 setColumn 메소드 설명에 컬럼 type에 따라 특정값에 대한 처리방식 설명

을 추가했습니다.

79398 도움말 항목 중 DevicePermissionEventInfo 오브젝트 설명 중 속성 항목이 누락된 것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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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2501

File Version 2018,4,30,1

18.2 신규기능

18.3 변경기능

1. 다국어 환경의 OS에서 nexacro studio의 output 창으로 일부 국가의 언어를 출력했을 때 정상적으로 표현되

지 않는 문제로 기본 폰트를 변경했습니다.(RP.78615)

설명

변경 전

Options - Environment - Font and Color

> Display items 목록에서

-> Message의 기본 폰트가 Courier New (Default)

변경 후

Options - Environment - Font and Color

> Display items 목록에서

-> Message의 기본 폰트가 Segoe UI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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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오류수정

18.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Dataset

RP 설명

79400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실행된 팝업창에서 부모창의 Dataset 오브젝트를 copyData 메소드로 가져온

후 일부 데이터를 수정하면 수정된 데이터 외의 나머지 데이터가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195 Dataset 오브젝트의 setColumn 메소드 호출 시 Number.MIN_VALUE, MAX_VALUE값을 파라미터로 지정

하거나 type 항목값을 "BIGDECIMAL"로 지정한 컬럼을 getColumn 메소드로 가져올때 애플리케이션이 비정

상 종료되거나 잘못된 값으로 처리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820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 데이터가 같은 경우 keystring 속성값을 지정하면서 정렬 옵션을 파라미터로 지정하

는 경우 전체 컬럼의 순서가 바뀌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551 Dataset 오브젝트의 appendData 메소드 실행 시 " "값이 " "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045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 type 항목값을 "BIGDECIMAL"인 경우 특정 데이터가 잘못된 값으로 처리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78931 동적으로 Div 컴포넌트를 만들고 url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연결된 Form 오브젝트나 전역변수에 접근하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824 Div 컴포넌트에 연결된 Form의 stepcount 속성값을 계속 변경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내 컴포넌트 기능이 동

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78240 autozoom 속성값이 true인 경우 Edit 컴포넌트의 setFocus 메소드 호출 시 키패드가 올라오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기본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79213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backgroundimage 속성값 지정 시 "(", ")" 문자가 있는 경우 이미지 파일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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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599 Grid 컴포넌트의 onclick 이벤트처럼 lbuttondown 이벤트가 발생하는 이벤트 함수 내에서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addRow 메소드 실행 후 Grid 컴포넌트의 셀 선택 시 잘못된 위치로 포커스가 이동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78552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mask" 또는 "masknumber"인 경우 셀 데이터의 숫자값을

수정하는 중에 브라우저 포커스를 다른 윈도우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정하던 셀을 클릭하고 TAB 키를 누

르는 경우 입력하던 숫자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529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calendardisplaynulltype 속성값이 "none"인 경우 데이터가 NULL일때 " 000

0-01-01 00:00"으로 데이터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390 Grid 컴포넌트에서 subcell을 유지한 상태로 2개의 Cell을 merge하는 경우 subcell의 background 속성이 적

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385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textarea"인 경우바인딩된데이터에줄바꿈값이있는경우

value 변경없이 편집 모드로 들어갔다가 나왔을때 Dataset 오브젝트의 Row Type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78202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textarea"인 경우 Ctrl+Enter 또는 Alt+Enter 키 입력 시

개행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79217 base64Encode, base64Decode 메소드 사용 시 중간에 NULL 문자가 포함된 경우 값이 짤려서 처리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586 컴포넌트의 bordertype 속성값이 "round"인 경우 shadow 속성값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997 nexacro.Decimal 객체 생성 후 해당 객체를 alert 또는 trace 메소드 호출 시 파라미터로 지정하는 경우 잘못된

연산 결과가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401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생성한 후 addChild 메소드를 실행하기 전에 enable 속성값을 변경하는 경우 스크립트 에

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햇습니다 (14.0.1.20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8.4.2 디바이스 API

RP 설명

79064 LiteDBStatement 오브젝트 사용 시 비어있는 데이터가 운영체제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465 ContactSet 오브젝트의 remove 메소드 실행 시 onsuccess 이벤트만 발생하고 실제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7 이하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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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921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이미지 관련 속성값으로 "()"문자가 있는 파일을 지정한 경우 Generate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615 일본어 운영체제 사용 시 넥사크로 스튜디오 output message 창에 표시되는 문자열이 겹쳐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Options - Environment - Font and Color > Message 기본 폰트를 "Segoe UI"로 변경했습니

다).

79004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Grid Contents Editor 실행 시 subcell을 유지한 상태로 2개의 Cell을 merge하는 경우 s

ubcell의 background 속성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8.4.4 기타

RP 설명

79180 cachelevel 항목값이 "session"인 경우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이 한번만 변경되고 이후에 변경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804 디바이스 하단 네비게이션바가 토글되는 경우 네비게이션바가 화면을 덮어버리거나 여백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8에서 발생한 오류입니

다).

78340 프로토콜 어댑터 기능 사용 시 팝업창에서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후 팝업창을 바로 닫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

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113 ScreenInfo의 systemlocale 항목값을 2개 이상 설정한 경우 운영체제의 locale 설정과 맞는 레이아웃이 처리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456 Div 컴포넌트가 포함된 화면을 확대하고 터치 동작으로 화면 스크롤 조작 시 화면이 움직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302 일부 컴포넌트(Div, Listbox, Tabpage, Textarea, Grid, FileUpload) 위에서 화면 터치 후 스크롤 동작 시 화면

이 움직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4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8.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9599 도움말 항목 중 Geolocation 오브젝트의 getCurrentPosition 메소드 설명 중 모호한 제약사항 문구를 삭제했

습니다.

77743 도움말 항목 중 ProgressBar 컴포넌트 속성 중 누락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속성은 barcolor , star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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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 endimage , progressimage 입니다.

77298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mask 속성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76601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의 setColumn 메소드 설명에서 빈문자열("")값을 입력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RP 설명



2018-04-06 (3월 정기버전)

19.

19.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2401

File Version 2018,4,6,1

19.2 신규기능

1. Frame 계열 오브젝트에 getNativeHandle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RP.78477)

설명

Frame 계열 오브젝트에 getNativeHandle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1. 대상 오브젝트

- MainFrame, FrameSet, HFrameSet, VFrameSet, TileFrameSet, ChildFrame

2. 설명

- MainFrame이 속한 윈도의 핸들값(Windows HWND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ex)

var nHandle = application.mainframe.getNativeHandle();

또는

var objFrame = this.getOwnerFrame();

alert(objFrame.getNative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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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변경기능

1. Calendar, Combo, MaskEdit, Spin컴포넌트의 value 속성에 값이 있는 경우 포커스를 받으면 캐럿의 위치가

값의 맨 뒤에 오도록 변경했습니다.(RP.78343)

설명

변경 전
Calendar, Combo, MaskEdit, Spin 컴포넌트의 value 속성에 값이 있는 경우 포커스를 받으면

캐럿의 위치가 값의 맨 앞에 위치합니다.

변경 후
Calendar, Combo, MaskEdit, Spin 컴포넌트의 value 속성에 값이 있는 경우 포커스를 받으면

캐럿의 위치가 값의 맨 뒤에 위치합니다.

19.4 오류수정

19.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78579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nabletoucheven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Calendar 컴포넌트에서 onslide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897 애플리케이션 실행 후 윈도우 운영체제의 작업 표시줄에서 창닫기를 실행했을때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nexi

t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589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nabletouchevent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상태에서 Calendar 컴포넌트의 스크롤이

없는 경우 onslide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400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nabletouchevent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한 경우 여러 Button 컴포넌트를 동시에 터

치했을 때 pushed Style이 적용된 상태로 남아 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Chrome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Chrom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40796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nabletouchevent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onslide 관련 이벤트가 적절하게 발

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alendar

RP 설명

78746 Calendar 컴포넌트의 setFocus 메소드 실행 시 첫번째 키 입력이 무시되고 두번째 키 입력부터 처리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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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28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spin"일 경우 포커스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spinupbutton/spindownbu

tton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했을때 일자가 아닌 연도가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174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spin"인 경우 spinupbutton/spindownbutton 클릭 시 텍스트 편집 영

역의 캐럿 위치가 실행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Combo

RP 설명

78248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필터링되지 않는 특수 문자 입력 시 입력된 문자에 따라 스크립

트 에러가 발생하고 필터링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77199 Dataset 오브젝트의 useclientlayout 속성값을 true로 지정한 경우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constcolumn

값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78251 Edit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입력 시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키와 백스페이스키를 입력해 포커스를 잃어버린

경우 조합이 완료 처리되어 버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956 Edit 컴포넌트에 값을 입력 후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포커스를 옮겼다가 다시 Edit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

했을때 on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load

RP 설명

78373 FileUpload 컴포넌트의 itemcount 속성값이 2 이상으로 지정한 경우 첫 번째 아이템 파일을 지정한 경우에만

업로드가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Form

RP 설명

78508 Form 오브젝트의 stepcount 속성값을 설정하고 화면을 이동하는 경우 특정 시점에서 Button 컴포넌트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2018-04-06 (3월 정기버전) | 167

Grid

RP 설명

7869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celltype 속성값이 "summary"인 경우 선택된 Row에 따라 다른 값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65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linespace 속성값을 음수로 설정 시 Row 높이가 비정상적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600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linespace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문자열이 겹쳐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IE, Edg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2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507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이고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button" 이며 바인

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updatecontrol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Dataset 오브젝트의 setRowType 실행 시 Ce

ll 에 표시되는 버튼의 text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157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date"인 경우 바인딩된 문자열이 "00010101"일때 년

도가 잘못 표기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951 Grid 컴포넌트의 autosizebandtype 속성값이 "allband"인 경우 head 영역의 크기 조정 시 문자열 일부가 잘

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702 Grid 컴포넌트의 셀 영역을 클릭 후 핀치줌 인/아웃을 반복하는 경우 레이아웃이 잘못 표현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76343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combo", editautoselec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셀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이동해서 엔터키를 입력하는 경우 문자열이 전체선택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924 Grid 컴포넌트의 setCellProperty 메소드 파라미터로 undefined를 지정한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Menu

RP 설명

78561 Menu 컴포넌트에서 popupmenuitem이 없는 menuitem을 터치한 경우 onmenu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Div

RP 설명

78331 PopupDiv 컴포넌트를 띄운 상태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 클릭 시 PopupDiv 컴포넌트가 닫히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extArea

RP 설명

45612 TextArea 컴포넌트의 너비보다 긴 문자열을 붙여넣기하는 경우 캐럿이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9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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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78611 open 메소드를 실행해 팝업창을 띄운 경우 onload 이벤트 함수 내에서 컴포넌트의 setFocus 메소드 호출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2200 이

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879 Div 컴포넌트의 async 속성값이 false이고 호출된 Form 내에 있는 Div 컴포넌트의 async 속성값이 true인 경우

로딩 순서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3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267 Form 오브젝트의 onload 이벤트 함수 내에서 taborder 속성값이 0인 Edit 또는 TextArea 컴포넌트의 value

값을 설정하는 경우 caret이 입력 영역 맨 앞으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78259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이 "english", "alpha", "half"인 경우 일본어 전각문자를 입력하

는 중에 키패드를 닫으면 기존문자가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257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이 "english", "alpha", "half"인 경우 일본어 전각문자를 입력하

는 중에 터치 동작으로 입력을 확정하면 전각문자가 입력되고 기존문자가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253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이 "english", "alpha", "half"인 경우 일본어 전각문자를 입력하

는 중에 클립보드의 문자를 붙여넣기하면 전각문자의 입력이 완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는 inputtype 속성값이 "half"인 경우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78226 Edit 컴포넌트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 해 PopupMenu 컴포넌트를 띄운 후 PopupMenu 컴포넌트를 닫

은 경우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가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225 Edit 컴포넌트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 PopupMenu를 띄운 상태에서 다른 Edit 컴포넌트의 편집 영역

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시 캐럿만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724 showmodal 메소드를 실행해 띄운 창을 닫을 때 콜백함수가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브라우

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493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 일본어 입력 시 엔터키를 입력해 입력된 문자열을 확정하는 경우, onchar 이벤트 함

수 내에 설정한 alert 메소드가 실행 시 창이 중복 표시되고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며 입력한 문자열 확정시 ale

rt 창이 무한 반복되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421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value 값으로설정된긴문자열을삭제키를계속누른상태에서삭제하는경우 text,

value 속성값이 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9.4.2 디바이스 API

RP 설명

78446 AudioRecorder 오브젝트의 recordingStop 메소드 실행 후 다른 파일로 레코딩을 했을때 recordingStop 메소

드 실행 시 onstop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423 디바이스의 카메라 위치가 아래로 있는 경우 mobileorientation 속성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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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894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Form 오브젝트에 추가된 Layout의 position 속성 조합이 dafault Layout과 다른 경우

Layout 변경 시 설정한 position 속성 일부가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9.4.4 기타

RP 설명

77643 system.print 메소드 실행 시 첫번째 파라미터를 Grid 컴포넌트로 지정한 경우 일부 영역이 잘려서 인쇄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9.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8734 도움말 항목 중 FileDialog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항목에 특정 운영체제 관련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78580 도움말 항목 중 슬라이드 관련 항목의 이벤트 발생 조건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대상 항목은 onslidestart, onslid

e, onslideend 입니다.

78324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의 onvaluechanged 이벤트 발생 시점에 대한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77044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의 setColumn 메소드 설명 중 예제 항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했으며 단위

표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832 도움말 항목 중 Decimal 오브젝트 항목이 누락된 것을 보완했습니다.

48525 도움말 항목 중 getSelectedDatasetRows 메소드에 대한 설명에 특정 조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48362 도움말 항목 중 Form 오브젝트의 setTimer 설명에서 지원하지 않는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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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2301

File Version 2018,3,5,1

20.2 신규기능

1. Grid 컴포넌트의 가로 스크롤바에 있는 '좌우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컬럼 단위로 이동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

니다.(RP.77885)

설명

Grid 컴포넌트의 scrollpixel 속성값을 none으로 설정 시 가로 스크롤바의 '좌우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컬럼 단위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20.3 변경기능

1.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 nexacro studio에서 value 속성값을 입력하면 실행 시 캐럿의 위치가 입력값의 맨

뒤에 오도록 변경했습니다.(RP.78329)

설명

변경 전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 nexacro studio에서 value 속성값을 입력하면 실행 시 캐럿의 위치

가 입력값의 맨 앞에 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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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 nexacro studio에서 value 속성값을 입력하면 실행 시 캐럿의 위치

가 입력값의 맨 뒤에 위치합니다.

설명

20.4 오류수정

20.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Button

RP 설명

78177 Button 컴포넌트의 move 메소드 실행 시 지정된 위치에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hrome 브라

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19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Calendar

RP 설명

77623 Calendar 컴포넌트에서 숫자를 빠르게 입력하고 ENTER 키를 입력하는 경우 onkeyup 이벤트가 한 번만 발생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179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align 속성값 지정 시 'left bottom' 속성값만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77675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keystring 속성값 설정 시 null 값이 있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77912 Div 컴포넌트의 cssclass 속성값을 설정한 후 url 속성값을 지정해 Form 오브젝트를 로딩하면 cssclass 값을 가

져오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780 Div 컴포넌트 내 배치된 컴포넌트가 Div 컴포넌트의 오른쪽 경계와 배치된 컴포넌트의 left 속성값이 일치하는

경우 포커스 이동 시 스크롤바가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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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5 Div 컴포넌트 내에 배치된 컴포넌트를 destroy 메소드를 실행해 삭제한 경우 Div 컴포넌트의 스크롤 이동 시 스

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774 Div 컴포넌트의 async 속성값이 false 인 경우 url 속성값을 지정해 Form을 로딩하는 상황에서 로딩되는 Form

내에 배치된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을 지정하는 경우 동기처리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772 Div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Div 컴포넌트 내 배치된 Edit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true

로 설정하면 스타일 속성이 enable로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508 Div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url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연결된 Form의 함수에 접근할 수 없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77302 Div 컴포넌트 내 배치된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한 경우 포커스가 다음 taborder 순서인 컴포

넌트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Edit

RP 설명

78264 Edit 컴포넌트에 텍스트 입력한 다음 전체선택을 한 상태에서 텍스트를 다시 입력했을 때 일부 글자가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9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한글이나 일본어 입력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206 Edit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입력 시 탁점이 연속된 경우 입력한 문자열 삭제 시 text 속성값과 value 속성값이 달

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load

RP 설명

78182 FileUpload 컴포넌트의 itemcount 속성값을 2 이상으로 지정한 경우 첫 번째 아이템 파일을 지정하지 않고 두

번째 이후 아이템 파일만 지정한 상태에서 업로드 실행 시 두 번째 이후 지정한 파일이 전송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orm

RP 설명

70495 Form 오브젝트의 font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Calendar 컴포넌트에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78299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setCellProperty 메소드를 사용해 특정 속성값을 지정하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

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0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986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이 "row"인 경우 휠스크롤 동작 시 mouseover 상태가 아닌 cell pseudo

값이 해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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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36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이 "cell"인 경우 0번째 컬럼에서 selectCell 메소드 실행 시 셀 선택이 안되

고 false값을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979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 selecttype 속성값이 "multirow"이고 Cell 오브젝트의 editdis

play 속성값이 "display"인 경우 선택된 Row에서 우클릭 시 편집 상태로 전환되지만 입력을 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818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이고 Cell 오브젝트의 editdisplay 속성값이 "display"인 경우 셀

클릭 시 편집상태로 전환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refox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773 Grid 컴포넌트의 formats 속성값에 bodyband cell 정보가 없는 경우 Grid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시 스크립

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653 마우스 휠 동작 시 Grid 컴포넌트의 suppress 된 cell의 mouseover 스타일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570 Grid 컴포넌트의 oncelldblclick 이벤트 함수 실행 시 clickitem속성값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443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edittype 속성값이 "button"인 경우 oncellclick 이벤트가 중복되

어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025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suppressalign 속성값을 "first,over", "last,over", "middle,over" 중 하나로 설

정한 경우 텍스트가 Cell 크기보다 큰 경우 말줄임표시(...)가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ListBox

RP 설명

77716 ListBox 컴포넌트에서 setSelect 메소드 실행 시 파라미터로 지정한 인덱스 범위가 없어서 선택이 실패한 경우

에도 이전에 선택했던 아이템이 해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715 ListBox 컴포넌트에서 setSelect 메소드 실행 시 지정된 영역이 선택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enu

RP 설명

77776 Menu 컴포넌트의 menuitem에서 우클릭 시 포커스가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750 Menu 컴포넌트의 letterspace가 지정된 경우 menuitem에 공백문자가 있을때 문자열 일부가 가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lugin

RP 설명

78337 Plugin 컴포넌트에서 특정 플러그인을 지정한 경우 마우스 오른쪽, 왼쪽 버튼을 반복해서 클릭하는 경우 애플리

케이션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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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RP 설명

78245 Static 컴포넌트의 usedecorate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text 속성값에 "</" 문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문

자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1900 이후 버

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TextArea

RP 설명

77450 TextArea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데이터가 bigdecimal 타입인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HTML5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Browser

RP 설명

76508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넥사크로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로드하는 경우 로드된 애플리케이션에서 exit 메

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오류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넥사크로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로드한 후 ChildFrame 오브젝트의 formurl 속성

값 변경 시 스크립트 오류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78244 onload 이벤트 함수 내에서 taborder 속성값이 0인 Edit 컴포넌트의 value 값을 지정하는 경우 caret이 편집영

역 맨 앞으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192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onchar 이벤트 함수 내에서 value 속성값을 설정하는 경우 입력한 문자가 역순으로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20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777 TAB 키를 사용해 컴포넌트의 포커스를 이동하는 경우 Form 또는 Div 오브젝트 영역 밖에 있는 컴포넌트로 포커

스 이동 시 다음 컴포넌트 위치에 맞게 스크롤바가 이동하지 않고 페이지 단위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711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IME 히라가나 모드로 문자열 입력 시 이중으로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599 String 오브젝트의 search 메소드에서 정규식 내 공백문자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587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keydown 이벤트 함수 내에서 transaction 메소드 호출 시 통신 완

료 후에 커서 모양이 바뀌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528 팝업창이 부모창에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setFocus 메소드를 실행해 팝업창에 포함된 컴포넌트에 포커스 이동

시 팝업창에 부모창 앞으로 나오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Chrom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77487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ondrag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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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99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은 true인 상태에서 scrollbar 컨트롤은 disabled인 경우 scrollbar 컨트롤 영역 중에

서 inc, dec button 또는 trackbar 영역 클릭 시 해당 컴포넌트로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6099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문자열 입력 시 빠르게 입력하거나 하나 이상의 키를 누른 상태에

서 하나씩 키를 떼는 경우 onkeyup 이벤트 함수가 한 번만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20.4.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827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rid Contents Editor 사용시 간헐적으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124 TypeDefinition에서 CacheLevel 항목값을 "session"으로 지정한 경우 특정 function을 호출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01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Form Dataset 오브젝트를 Global Dataset으로 복사하는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0.4.3 기타

RP 설명

77710 open 메소드로 실행된 Form의 onclose 이벤트 함수 내에서 프로토콜 어댑터 사용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Edge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153 다른 개발 플랫폼(예를 들어 Visual Basic)으로 만든 화면에서 넥사크로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open

메소드를 호출해 팝업창을 띄울때 opener의 localStorage 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창이 뜨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20.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8093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setStyleValue 메소드 설명에 포함된 샘플 코드를 보완했습니다.

77537 도움말 항목 중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메소드 설명에 포함된 예제에서 bFileDownload

파라미터 항목이 누락된 것을 보완했습니다.

78241 도움말 항목 중 Applicaiton 오브젝트의 setVariable 메소드 파라미터 중 strType 설명에 "header" 설정에 대

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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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2200

File Version 2018,1,23,1

21.2 신규기능

1. Runtime 환경에서 Grid 컴포넌트의 셀에 linespace 속성을 추가했습니다.(RP.77347)

설명

Runtime 환경에서 Grid 컴포넌트의 셀에 linespace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텍스트의 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픽셀 단위로 줄 간격을 지정합니다.

Syntax)

Cell.set_linespace(nLineSpace) // set

Cell.linespace // get

Default : 0

[linespace 값이 지정된 화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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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 속성이 monthonly 일 경우 '연,월' 부분을 편집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P.77059)

설명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 속성이 monthonly 일 경우 '연,월' 부분을 편집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편집가능 부분]

3. Calendar 컴포넌트의 locale 속성이 en_US 인 경우 dateformat 속성에 'yyyy-MMM-dd ddd'를 지정하면 월

표시가 영문으로 되도록 했습니다.(RP.76726)

설명

Calendar 컴포넌트의 locale 속성이 en_US 인 경우 dateformat 속성에 'yyyy-MMM-dd ddd'를 지정하면 월 표시가 영문으

로 되도록 했습니다

21.3 변경기능

1. MainFrame의 icon 속성에 지정한 아이콘 파일에 32*32 사이즈가 있는 경우 작업표시줄에 32*32 사이즈의

아이콘을 나타내도록 했습니다.(RP.77648)

설명

변경 전

아이콘 파일 중 32*32 사이즈의 아이콘이 있어도 작업표시줄에는 첫번째 인덱스의 아이콘만

나타납니다.

아이콘 파일 중 32*32 사이즈의 아이콘이 있어도 첫번째 16*16 사이즈의 아이콘을 나타내어

작업표시줄에서 흐리게 표현되는 화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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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아이콘 파일에 여러 개의 아이콘이 있고 이중 32*32 사이즈의 아이콘이 있는 경우 작업표시줄

에 32*32 사이즈의 아이콘을 나타냅니다.

아이콘 파일 중 32*32 사이즈의 아이콘이 있는 경우 해당 아이콘을 나타내는 예

설명

21.4 오류수정

21.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77304 애플리케이션의 autozoom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일부 단말기에서 너비값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일부 단말기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77043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filter" 또는 "filterlike"인 경우 텍스트 편집 영역에서 키보드 Alt+방향키

(아래) 입력 시 이전에 입력했던 값이 필터링되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4934 Combo 컴포넌트에서 setSelect 메소드 실행 후 getSelectedText 메소드를 실행하는 경우 선택된 문자열을 반

환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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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RP 설명

77502 Dataset 컬럼 타입이 "int" 또는 "Float"인 경우 값이 없거나 "0"이 포함된 Row를 가지고 있을때 getMin, get

Max 메소드를 실행하면 빈값을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77422 Edit 컴포넌트에 일본어 탁점 또는 반탁점이 입력된 상태에서 텍스트를 삭제하는 경우 value 속성값에서 탁점

또는 또는 반탁점만 지워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Grid

RP 설명

77660 Grid 컴포넌트에 binddataset 속성값으로 바인딩된 Dataset 보다 Cell 오브젝트의 combodataset 속성값으로

바인딩된 Dataset이 늦게 조회되는 경우 첫번째 row 값만 화면에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627 Grid 컴포넌트의 summary Cell 오브젝트에 지정한 expr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576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col"인 경우 Cell 오브젝트의 값을 expr 로 변경했을 때 값에 따라

컬럼 크기가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531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autoselect 속성값이 true이고 editdisplay 속성값이 "display"인 경우 다른

셀을 클릭하면서 이동하는 경우 selectbackground 속성으로 설정한 값이 잔상으로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363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이고 Cell 오브젝트의 editdisplay 속성값이 "display"인 경우 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시 포커스 이동이 안되거나 입력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114 CSS 파일에서 Grid 컴포넌트의 selectborder 속성을 설정하고 스크롤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IE8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419 Grid 컴포넌트에서 deleteContentsCol 메소드 호출해 모든 Column을 삭제했을때 getFormatRowCount 메

소드 호출 시 1이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enu

RP 설명

77519 Menu 컴포넌트에서 menuitem이 없는 영역에서 mouseenter, mouseover 이벤트가 발생할 때 MenuMous

eEventInfo 오브젝트의 index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472 Menu 컴포넌트에서 menuitem이 없는 영역에서 mouseenter, mouseover 이벤트가 발생할 때 마지막에 열

렸던 popupmenu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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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RP 설명

77721 Tab 컴포넌트의 buttonbackground 스타일 속성값 중 color 값을 설정했을 때 tabbutton 일부가 가려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70831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텍스트 입력 시 하드웨어 키보드를 사용하면 대문자만 입력되거나

입력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에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 발생

한 오류입니다).

77618 ChildFrame 오브젝트의 resizable 속성값을 true로 설정했을 때 창 크기가 조절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HTML5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146 Parent 오브젝트에 가로 스크롤바가 활성화된 경우 Edit 컴포넌트 내 caret 위치가 잘못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420 PopupMenu 또는 PopupDiv 컴포넌트가 보여지는 상태에서 showModal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 모달창은

생성되지만 부모창을 조작할 수 있게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352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maxlength 속성값을 설정한 상태에서 일본어 입력 시 확정하지 않고 Backspace

키로 일부를 삭제했다가 다시 입력한 후 확정하는 경우 일부 텍스트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OS 운영

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314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전각문자 입력 시 onchar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mac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308 Div 컴포넌트 내 Menu 컴포넌트를 배치한 경우 menuitem에서 menuitem으로 마우스 커서만 이동했을때 포

커스가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179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nabletouchevent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한 경우 ListBox 컴포넌트 내에서 터치로 화

면 스크롤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304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maxlength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maxlength 속성값만큼 입력된 문자열 맨 앞

에 caret을 이동하고 Backspace 키를 입력한 경우 문자열이 전체선택 상태가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S

afari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21.4.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7669 넥사크로 스튜디오 텍스트 에디터에서 특정 문자열을 선택한 후 Find 창을 열었을 때 선택한 문자열이 아닌 선택

한 문자열 다음 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20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138 넥사크로스튜디오에서 컴포넌트의 filedialogpath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generate 과정에서 경로를 표시하는

"\\" 문자가 "//" 로 바뀌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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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기타

RP 설명

77742 서비스 cachelevel 값을 "session"으로 지정했을 때 PopupDiv 컴포넌트에서 url 속성값을 지정해 다른 Form을

로딩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457 화면 확대 시 ontouchmove 이벤트가 상위 컴포넌트로 전파되지 못해 화면 스크롤이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413 넥사크로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HTML 애플리케이션의 IFRAME 태그 내에서 실행하는 경우 HTML 애플리케

이션 내 INPUT 태그와 넥사크로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의 Edit 컴포넌트 사이를 이동하는 중에 포커스를 잃어버리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21.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7698 도움말 항목 중 ExcelImportObject,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누락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77398 도움말 항목 중 transaction 메소드 설명에 비동기로 메소드 호출 시 주의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21.6 기타

1. iPhone X 기기에서 위쪽과 아래쪽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RP.77288)

설명

iPhone X 기기에서 위쪽과 아래쪽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iPhone X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위쪽과 아래쪽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LaunchScreen 스토

리 보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developer.apple.com/ios/update-apps-for-iphone-x/

https://developer.apple.com/ios/human-interface-guidelines/icons-and-images/launch-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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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2101

File Version 2018,1,8,1

22.2 신규기능

1. Excel Import/Export 시 데이터를 CSV 타입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메소드에 옵션을 추가했습니다.(RP.76785,

77251)

설명

Excel Import/Export 시 데이터를 CSV 타입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메소드에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ex)

-Import : this.importObj.importData("","Sheet1!A1","Dataset00", "contenttype=csv");

-Export : this.exportObj.exportData("contenttype=csv");

2. Excel Export 시 open창이 뜨지 않고 Export 할 excel 파일에 대한 메타 정보만 수신할 수 있도록 exportData

메소드에 인자를 추가했습니다.(RP.76787)

설명

Excel Export 시 open창이 뜨지 않고 Export 할 excel 파일에 대한 메타 정보만 수신할 수 있도록 exportData 메소드에 인자

를 추가했습니다.

ex)exportObj.exportData("", "", fals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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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path 설정에 따라 onsuccess 이벤트에 반환되는 url(e.url)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 경로 설정

xeni context 기준 (http://127.0.0.1/nexacro-xeni)

http://127.0.0.1/nexacro-xeni/export/{임시폴더}/ExcelExport_Sample.xlsx

2) 절대 경로 설정

‘file://’ 사용, parameter로 파일 정보 전달.

http://127.0.0.1/nexacro-xeni/XExportImport?command=export&key=603bf2c1510721582826&name=ExcelExpo

rt_Sample&type=1

command : export

key : 임시 폴더

name : 파일명 (URL encoded)

type : 0=xls, 1=xlsx, 2=hancell2010, 3=hancell2014, 4=csv

설명

3. Grid 컴포넌트의 cell에 bar(displaytype 속성)를 사용하는 경우 expr을 이용하여 조건별로 bar의 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P.75499)

설명

Grid 컴포넌트의 cell에 bar(displaytype 속성)를 사용하는 경우 expr을 이용하여 조건별로 bar의 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

니다.

cell의 속성에 'barcolor' 속성을 노출시켰습니다.

*적용 방법

theme 또는 CSS에 다음과 같은 스타일을 정의하고 barcolor 속성에 expr을 이용하여 사용합니다.

1. CSS 적용

Grid>#controlprogressbar

{

bartype: normal;

}

2. expr 사용

EXPR(currow==dataset.rowposition?'red':'blue')



184 | 제품제약사항, 릴리스 노트

22.3 오류수정

22.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77316 Application 오브젝트의 networksecurelevel 속성 체크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

E8,9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255 Application 오브젝트의 checkversion 속성값이 true인 경우 execBrowser 메소드 실행 시 URL 파라미터로

특정 파일 위치를 지정한 경우 확장자가 잘못 호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

니다).

77227 Applicaiton 오브젝트의 checkversion 속성값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transaction 메소드 호출 시 대상 URL 뒤

에 ".js"가 붙어서 호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917 Application 오브젝트의 checkversion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alendar

RP 설명

76984 Calendar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value 속성값이 공백값일때 displaynulltext가 표

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615 Calendar 컴포넌트의 calendaredit 영역의 캐럿 위치가 컴포넌트 로딩 시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refox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344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normal"이고 autoselec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포커스 이동 시 autosel

ect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76756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dropdown"인 경우 comboedit 영역 터치 시 키패드가 올라오고 입력된

텍스트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기본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839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search"이고 Dataset 오브젝트를 바인딩한 경우 ontextchange 이벤트

함수 내에서 chartext 속성값을 설정했을 때 잘못된 값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일본어 IME 모드에서

Firefox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830 Combo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Ctrl+Z 키 입력 시 이전에 선택된 값으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76374 Combo 컴포넌트의 text 속성값이 undefined 이고 value 속성값은 값이 있는 경우 포커스가 없을때 displayn

ulltext 속성값으로 지정된 문자열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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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01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filter" 또는 "filterlike"인 경우 일본어 히라가나 입력 후 키보드 F8 키 입력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Dataset

RP 설명

76947 Dataset 오브젝트의 saveBIN 메소드 호출 시 바이너리 파일을 반환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731 Dataset 오브젝트에 Number.MAX_VALUE 속성값을 컬럼값으로 지정한 후 getColumn 메소드 호출 시 애플

리케이션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653 Dataset 오브젝트의 getRowType 메소드 실행 시 파라마터 값에 정수가 아닌 값이 들어가는 경우 스크립트 에

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625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 Type 값이 "BIGDECIMAL"인 경우 keystring 속성 적용 시 결과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77276 Div 컴포넌트 내 배치된 컴포넌트가 화면 표시 영역 밖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옮겼을때 스

크롤이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컴포넌트의 top 속성값이 Div 컴포넌트 bottom 좌표와 일치하

는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76642 Div 컴포넌트의 enableevent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한 경우 Tab 키 입력 시 포커스가 다음 컴포넌트로 이동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582 Div 컴포넌트가 중첩된 구조에서 js 파일을 include 한 경우 onload 이벤트 순서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Edit

RP 설명

77174 Edit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컴포넌트 터치 시 키패드가 올라오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050 Edit 컴포넌트에 값 입력 후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 브라우저 밖에서 마우스 버튼을 떼는 경우 E

dit 컴포넌트에 입력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에서 문서모드를 다른 버전으로 변경 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77047 Edit 컴포넌트의 maxlength 속성값에 지정된 값보다 입력한 값이 큰 경우 입력 중인 문자의 조합이 풀리며 확

정 상태가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삼성 브라우저를 사용하며 문구추천을 활성화

한 경우 한국어 입력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912 Edit 컴포넌트에 정상적으로 값을 입력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에서 문서모드를 IE10으로 변경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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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34 Edit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이 긴 문자열인 경우 Tab 키 입력으로 포커스 이동 시 캐럿과 스크롤 위치가 달라

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881 Edit 컴포넌트에서 다른 Edit 컴포넌트로 포커스가 이동될때 이전 컴포넌트의 onkillfocus 이벤트 함수 내에서 t

ransaction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 캐럿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Edge41미만 브라우저에서 발

생한 오류입니다).

76511 Edit 컴포넌트의 onchar 이벤트 함수 내에서 CharEventInfo 오브젝트의 chartext 속성값을 변경한 경우 maxl

ength 속성값으로 지정한 최대 길이를 벗어나는 값이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510 Edit 컴포넌트의 onchar 이벤트 함수 내에서 CharEventInfo 오브젝트의 chartext 속성값을 변경한 경우 잘못

된 값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440 Edit 컴포넌트에 일본어 입력 후 확정 시 onchar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11 운영

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ExcelExportObject

RP 설명

77197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메소드 호출 시 subcell 없는 mergecell에 대한 cellline이 표시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123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im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를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Upload

RP 설명

75880 FileUpload 컴포넌트의 Item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text 속성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orm

RP 설명

77084 Form 오브젝트의 onsetfocus 이벤트 함수 내에서 컴포넌트의 setFocus 메소드 호출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7722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tree"이고 treecheck 속성을 지정한 경우 Band 오브젝트

의 selectborder 속성값을 지정하고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체크 상태가 변경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76920 Grid 컴포넌트의 calendardisplaynulltype 속성값을 "nullmask"로 지정했을 때 공백으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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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34 Grid 컴포넌트의 oncellclick 이벤트 처리 시 GridClickEventInfo 오브젝트의 clickitem 속성값이 처리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IE8,9,10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본 테마에서 아이콘 이미지를 수정

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76119 Grid 컴포넌트의 getRealRowFullSize 메소드 호출 시 잘못된 값을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ell 오브젝

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image"인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76064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row"이고 Cell 오브젝트의 속성값이 다음(displaytype=normal, e

dittype=none, editdisplay=display)과 같은 경우 개행 데이터 일부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

ML5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909 Grid 컴포넌트의 셀을 병합했다가 다시 원복하는 경우 기존 포맷정보와 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122 Grid 컴포넌트의 treeinitstatus 속성값을 "collapse,all"로 지정한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moveRo

w 메소드 실행 시 아이콘이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ListBox

RP 설명

76919 ListBox 컴포넌트의 스크롤 위치를 이동한 후 print 메소드 호출 시 스크롤 위치가 다르게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PopupMenu

RP 설명

76736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popupwindow에서 하위 아이템 선택 후 Shift+Tab 키 입력 시 popupwindow가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717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Tab 키를 입력해 하위 아이템으로 이동한 후 Enter 키를 입력하는 경우 상위 popu

pwindow만 닫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adio

RP 설명

76883 Radio 컴포넌트의 아이템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시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pin

RP 설명

76501 Spin 컴포넌트에 표시된 숫자를 지우고 임의의 숫자를 입력 후 붙여넣기를 하면 붙여넣은 값이 역순으로 표기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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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77234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바코드 리더기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런타임 버전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039 Excel 프로그램에서 텍스트를 복사해 Grid 컴포넌트나 Edit 컴포넌트에 붙여넣는 경우 공백문자가 추가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119 컴포넌트의 setStyleValue 메소드 호출 시 파라미터값이 잘못된 경우 반환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77118 컴포넌트의 setStyleValue 메소드 호출 시 strStyleValue 파라미터값에 따라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76795 컴포넌트의 setCurrentPseudo 메소드 실행 시 파라미터 값이 "enabled"인 경우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22.3.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6801 넥사크로 스튜디오 메뉴[Build > Deploy]에서 Merge 옵션을 선택한 경우 생성된 json 파일에 사용하지 않는

세미콜론이 추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2.3.3 기타

RP 설명

77517 convertRealPath 메소드 파라미터로 권한이 없는 파일을 설정한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런타임 버전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739 showModal 메소드로 실행한 모달창의 타이틀바 영역을 마우스로 잡고 이동하는 경우 모달창이 사라지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76547 ErrorEventInfo 오브젝트의 reason 속성의 default 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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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6748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getStyleValue, setStyleValue의 설명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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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2000

File Version 2017,11,28,1

23.2 신규기능

1. 메인화면 로드 이후 네트워크 이상현상(네트워크 접속불가, 서버 다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어플리케이션에서

네트워크 에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P.75830)

설명

메인화면 로드 이후 네트워크 이상현상(네트워크 접속불가, 서버 다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어플리케이션에서 네트워크 에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트워크 이상현상이 발생한 경우 ADL의 onerror 이벤트가 발생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ML5

e.errortype = "CommunicationError"

e.reason = 10708

e.statuscode = 0

* Runtime

e.errortype = "CommunicationError"

e.reason = 1012029

e.statuscode = 12029

2. 통신으로 받은 데이터가 nexacro 에서 지원하지 않는 포멧일 경우 ADL의 onerror 이벤트를 발생하도록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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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P.76315)

설명

통신으로 받은 데이터가 nexacro 에서 지원하지 않는 포멧일 경우 ADL의 onerror 이벤트를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ADL의 onerror 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rrorEventInfo

- e.errortype = "CommunicationError"

- e.reason = 10707

- e.statuscode = 499

- e.errormsg="유효하지 않은 통신 포멧입니다."

3. iOS 환경에서 컴포넌트가 포커스를 받을 때 옵션을 이용하여 키패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RP.76893)

설명

iOS 환경에서 컴포넌트가 포커스를 받을 때 옵션을 이용하여 키패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키패드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정 파일(nexacro_config.xml)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nexacro-config>

<webview keyboard-display-requires-user-action="false" /> <!-- Default : true -->

</nexacro-config>

● 자세한 내용은 애플 개발자 문서를 참고하세요. (UIWebView.keyboardDisplayRequiresUserAction)

https://developer.apple.com/documentation/uikit/uiwebview/1617967-keyboarddisplayrequiresuseractio?languag

e=objc

4. HTML5 환경에서 window.postMessage 를 사용한 호출을 수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P.77032)

설명

HTML5 환경에서 window.postMessage 를 사용한 호출을 수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 index.html에서의 수신의 예

<script type="text/javascript">

window.addEventListener("message", function (e) {

alert("fn_getMessage :" + e.data + ":" + e.origin);

});

</script>

https://developer.apple.com/documentation/uikit/uiwebview/1617967-keyboarddisplayrequiresuseractio?language=objc
https://developer.apple.com/documentation/uikit/uiwebview/1617967-keyboarddisplayrequiresuseractio?language=ob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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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변경기능

1. Runtime 환경의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onkeydown 이벤트 내에 스크립트로 value 속성을 바꾸는 경

우 Delete/Backspace 키 동작을 하게 되면 캐럿이 텍스트 맨 뒤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RP.75937)

설명

변경 전 캐럿이 텍스트 맨 앞에 위치합니다.

변경 후 캐럿이 텍스트 맨 뒤에 위치합니다.

2. 엑셀 Import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XENI에서 제공하는 statuscode 가 있는 경우 제공하도록 했습니다.(RP.75

487)

설명

변경 전 Import 오브젝트의 onerror 이벤트에서 'e.statuscode'값이 9901 로 고정되어 출력됩니다.

변경 후
Import 오브젝트의 onerror 이벤트에서 XENI에서 보내준 statuscode 코드가 있는 경우 해당

코드(e.g. -2003,-2005)가 출력됩니다.

23.4 오류수정

23.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76136 Calendar 컴포넌트의 dropbutton 클릭 시 키패드가 올라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650 Calendar 컴포넌트의 autoselect 속성값이 true 인 경우 setFocus 메소드 실행 시 autoselect가 동작하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76833 Combo 컴포넌트의 itemfont 속성값을 strFontName 항목만 설정한 경우 combolist에 표시되는 item 일부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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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94 Combo 컴포넌트에서 Item 선택 후 Edit 영역에 표시된 값을 지운 후 다시 Alt + Down 키 입력 시 combolist

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452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filter" 또는 "filterlike"인 경우 그리스 문자 또는 특수문자(HORIZONTAL

BAR) 입력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446 윈도우 창 크기가 Combo 컴포넌트의 combolist의 너비보다 작은 경우 combolist가 오른쪽 기준으로 정렬되

어 보여지는 Item 앞부분이 잘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11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Dataset

RP 설명

76370 Dataset 오브젝트의 addRow 메소드 호출 후 setColumn 메소드 실행 시 saveXML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공

백문자가 추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691 Dataset 오브젝트의 getMin 메소드 실행 시 컬럼 type 값이 "BIGDECIMAL"인 경우 잘못된 값을 반환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6569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 type 속성값을 "BigDecimal"로 지정한 경우 잘못된 값 입력 시 undefined로 저장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76400 Div 컴포넌트의 scrollbars 속성값이 "fixedvert", "fixedhorz", "alwaysvert", "alwayshorz" 중 하나인 경우 컴

포넌트를 마우스 드래그로 움직일 때 DragEventInfo 오브젝트에서 좌표값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Edit

RP 설명

77075 Edit 컴포넌트에서입력값을정상적으로처리하지못하는오류를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문서모드를

IE10으로 변경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76628 Edit 컴포넌트에 입력된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변경한 경우 포커스는 다음 컴포넌

트로 이동하지만 select 상태가 해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497 Edit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이 "digit"인 경우 화면을 길게 터치해서 표시되는 팝업 메뉴에서 "전체 선택"

항목을 선택해도 전체 선택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76127 Form 로드시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는 경우 키 패드가 올라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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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ownload

RP 설명

76789 FileDownload 컴포넌트의 onsuccess 이벤트 처리 시 FileDownloadEventInfo 오브젝트의 targetfullpath 속

성값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7670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edit", "textarea", "maskedit"인 경우 입력된 텍스트를 마

우스 드래그로 선택한 후 다른 Cell로 포커스 이동 시 선택된 상태가 해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

타임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537 Grid 컴포넌트의 treeinitstatus 속성값이 "expand,all"이고,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인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deleteRow 메소드 호출해서 하위 노드를 삭제한 경우 최상단 노드가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430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에 따라 다른 Form이 활성화시켰는데 Grid 컴포넌트가 있는 Form이 다시

활성화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969 Grid 컴포넌트에서 merge된 Cell을 다시 merge 한 경우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내보낸 파일이 잘

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796 Grid 컴포넌트의 getCurFormatString 메소드 호출 시 파라미터를 true로 지정하면 결과값을 반환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423 Grid 컴포넌트의 scrollpixel 속성값이 "none"인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deleteRow 메소드 호출

시 head 밴드와 겹쳐있는 Row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415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button"인 경우 Cell 더블클릭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413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padding 영역에서 마우스 드래그를 시작해서 Cell 영역 내에서 마우스 버튼을

떼는 경우 oncellclick 이벤트가 중복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또는 editty

pe 속성값이 "button", "text", "textarea", "tree"인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76410 Grid 컴포넌트 Band 오브젝트의 selectborder 속성값 설정 후 Cell 항목 클릭 시 이벤트가 중복 발생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76288 Grid 컴포넌트에서 Cell 영역에 표시되는 텍스트 마지막 영역을 클릭하는 경우 oncellclick 이벤트 처리 시 Grid

ClickEventInfo 오브젝트의 clickitem 속성값이 null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720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윈도우를 최대화 한 다음 이전 크기로 돌리는 경우 Grid 컴포넌트의 summary 밴드

영역이 수평 스크롤바 아래로 감추어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75580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인 경우 treelevel 값이 5 이상일때 줄간격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210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을 "masknumber"로 지정한 경우 해당 Cell의 값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편집 모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oncolumn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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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Box

RP 설명

76470 ListBox 컴포넌트의 multiselect 속성값이 true 인 경우 getSelectedItems 메소드 호출 시 잘못된 결과값을 반

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ebBrowser

RP 설명

76175 Form 화면 스크롤 시 WebBrowser 컴포넌트의 크기가 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13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084 WebBrowser 컴포넌트의 크기를 Form 오브젝트보다 크게 지정한 경우 컴포넌트 내 로딩된 컨텐츠 일부가 보

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XPush

RP 설명

76271 XPush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경우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전환 시 메시지 수신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iOS 운영체제 런타임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270 XPush 오브젝트의 requestMessageCount 메소드 실행 후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

OS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269 XPush 오브젝트에서 registerTopic 메소드 호출 후 신뢰성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

S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193 XPush 오브젝트의 requestMessageCount 메소드 실행 시 onsuccess 이벤트 파라미터 중 XPushEventInfo

오브젝트의 returnvalue 값이 숫자로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76042 XPush 오브젝트에서 서비스 연결 후 신뢰성 메시지를 1회 수신하면 다음 번 수신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iOS 운영체제 런타임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041 XPush 오브젝트 사용 시 애플리케이션을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 전환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iOS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76816 Div, Grid 컴포넌트의 scrollbars 속성값이 "fixedvert"인 경우 하단 여백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346 autoselect 속성값을 가진 컴포넌트의 autoselect 속성값을 true로 설정된 상태에서 autoselect 스크립트로 속

성값을 false로 변경 후 포커스를 이동하면 선택 상태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345 Div, PopupDiv 컴포넌트 내 배치된 PopupMenu 컴포넌트의 levelcolumn 항목값이 1 이상인 아이템을 선택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1703 이후 버전

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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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27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maxlength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maxlength 속성값만큼 텍스트를 입력한 상태에

서 Insert 키 입력 후 다른 문자 입력 시 입력한 문자와 기존에 있던 문자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E

dge, 런타임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295 Edit 컴포넌트 또는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search","filter" 인 경우 텍스트 편집 영역에 일본어 조

합문자 입력 후 Delete 키 입력 후 Enter 키를 입력하고 포커스를 이동하는 경우 value 값이 변경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IE, Edge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23.4.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6291 넥사크로 스튜디오 Theme View에서 이미지 파일명을 대소문자만 변경 시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23.4.3 기타

RP 설명

76336 화면에서 마우스 클릭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크롬 58 이후 버전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032 Window.postMessage 함수 호출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784 Form 오브젝트의 onload 이벤트에서 transaction 메소드를 호출한 후 callback 함수에서 showModal 메소드

를 실행해서 열린 팝업창을 닫으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면서 화면 조작이 안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906 iOS 운영체제에서 돋보기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화면을 길게 눌러 돋보기 기능을 실행하고 화면을 누른 상태에

서 이동하면 스크롤 이동이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533 Application 오브젝트의 checkversion 속성값을 true로 지정한 경우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중 Esc 키 입력

시 loadingimage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015 Application 오브젝트의 getActiveFrame 메소드 실행해서 반환된 활성화된 프레임 오브젝트의 setFocus 메소

드를 실행하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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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6831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align 속성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76813 도움말 항목 중 Static 컴포넌트의 usedecorate의 추가된 태그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76802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setFixedRow 메소드 설명에 Row 추가 시 처리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76719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currentstyle 설명에서 오브젝트 속성 설명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76712 도움말 항목 중 Spin 컴포넌트 설명 이미지가 잘못 표시된 것을 수정했습니다.

76174 도움말 항목 중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데이터 출력 방식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74980 도움말에서 ChildFrame 오브젝트의 속성값 중 지원하지 않는 text, align 속성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2017-10-31 (10월 정기버전)

24.

24.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1900

File Version 2017,10,31,1

24.2 신규기능

1. HTML5 환경의 XENI에서 export 시 에러가 발생될 경우 별도의 에러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RP.

76217)

설명

XENI에서 export 시 에러가 발생될 경우 별도의 에러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web.xml에 아래와 같이 파라메터를 추가 할 경우 에러 발생 시 설정한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 추가했습니다.

<context-param>

<param-name>export-redirect</param-name>

<param-value>http://www.tobesoft.co.kr</param-value>

</context-param>

● 스킴(http or https or ...)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현재 context 아래 경로로 인식합니다.

<context-param>

<param-name>export-redirect</param-name>

<param-value>www.tobesoft.co.kr</param-value>

</context-param>

ex)

이동경로 : http://127.0.0.1/nexacro-xeni/www.tobe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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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untime, HTML5 환경의 Static 컴포넌트에서 usedecorate 사용 시 url, tel, mailto 테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P.76082,76349)

설명

Static 컴포넌트에서 usedecorate 속성 사용 시 url, tel, mailto 테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

<l v='http://www.tobesoft.co.kr'>Text</l>

<l v='tel:010-1234-5678'> 전화걸기 </l>

<l v='mailto:manager@tobesoft.co.kr'> 메일 보내기 </l>

3. ExcelExportObject에 filefilter를 제어할 수 있는 속성을 추가했습니다.(RP.75775)

설명

ExcelExportObject에 filefilter 와 filefilterindex 속성을 추가하여 filefilter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

this.ExportObject.set_filefilter("csv(*.csv)|*.csv|txt(*.txt)|*.txt|");

this.ExportObject.set_filefilterindex(0);

* filefilter

Export 할 파일을 선택할 때 FileDialog에 표시될 파일들의 형식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 를 구분자로 설명과 실제 filter의 쌍

으로 하나의 filter를 지정하고, '|' 를 계속 구분자로 사용하여 여러 개의 filter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Syntax)

ExcelExportObject.set_filefilter(strFileFilter) // set

ExcelExportObject.filefilter // get

* filefilterindex

filefilter 속성에 filter 값을 복수개 설정한 경우, File Dialog 에 처음 표시될 filter 를 index 로 설정합니다.

Syntax)

ExcelExportObject.set_filefilterindex(nFileFilterIndex) // set

ExcelExportObject.filefilterindex // get

4. Runtime 환경의 XPUSH 에서 SSL 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P.74966)

설명

Runtime 환경의 XPUSH 에서 SSL 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iplist 속성 입력 시 스킴(scheme)값을 'tcps'로 입력합니다.

ex)

var sUserID = "UserID";

var sPassword = "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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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XPush00.set_iplist("tcps://xxxx.tobesoft.co.kr:10081");

this.XPush00.connect(sUserID,sPassword);

설명

24.3 변경기능

1. XENI에서 export 시 에러가 발생될 경우 절대경로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RP.76141)

설명

변경 전

XENI에서 export 시 에러가 발생될 경우 다음과 같이 경로가 노출됩니다.

ex)

SSV:UTF-8ErrorCode:int=-2001ErrorMsg:string=C:\tmp\ffff16581505781685565\

2015125_TEST.xlsx (File not found)

변경 후

XENI에서 export 시 에러가 발생될 경우 다음과 같이 경로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

SSV:UTF-8ErrorCode:int=-2001ErrorMsg:string=ebd5708c1507617855670/2015125

_TEST.xlsx (File not found)

2. 모바일 hybrid에서 업데이트 시 confirm 창 외의 영역을 클릭 시 아무 동작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RP.7612

6)

설명

변경 전
모바일 Hybrid에서 업데이트 시 confirm 창 외의 영역을 클릭했을 때 confirm 창의 '아니오'를

선택한 것과 같이 동작합니다.

변경 후
모바일 Hybrid에서 업데이트 시 confirm 창 외의 영역을 클릭했을 때 아무 동작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모바일 Hybrid에서 업데이트 시 사용하는 cancelable 속성이 'false'면 업데이트 내용이 있을 경우 팝업창에 종

료 버튼을 추가했습니다.(RP.76122)

설명

변경 전
cancelable 속성이 false 이면 앱 실행 시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업데이트 팝업창이 뜨며 '확인'

버튼만 있습니다.

변경 후
cancelable 속성이 false 이면 앱 실행 시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업데이트 팝업창이 뜨며 '확인'

'종료' 버튼이 있습니다.

4. Runtime과 Chrome의 application/onerror에서 취득하는 e.errormsg의 내용을 일부 변경했습니다.(RP.76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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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경 전

ex_Chrome)

RangeError: Invalid array length

at line 86, in function: btn_Search_onclick ...이하 생략 ...

변경 후

* object 명을 함께 출력합니다.

ex_Chrome)

RangeError: Invalid array length

at line 86, in function: nexacro.Form.btn_Search_onclick ...이하 생략 ...

24.4 오류수정

24.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76278 Calendar 컴포넌트의 텍스트 편집 영역에 날짜 입력 시 caret이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

d 운영체제 6.0.1 버전을 사용하는 특정 기기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983 Calendar 컴포넌트의 ondayclick 이벤트 처리 시 CalendarDayClickEventInfo 오브젝트의 date 속성값이 잘

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463 Calendar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clear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75224 Calendar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날짜 입력 후 입력된 날짜를 삭제하고 다른 컴포넌

트로 포커스를 이동했을 때 displaynulltext 속성값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76372 Combo 컴포넌트의 ontextchange, onchar 이벤트 함수 내에서 일본어 전각모드로 입력한 영문 소문자(또는

전각모드로 입력 후 F10키를 입력해 반각 변환된 영문 소문자)를 toUpperCase 메소드를 사용해 대문자로 변환

해 TextChangeEventInfo, CharEventInfo 오브젝트의 chartext 속성값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문자가 이중

으로 표시되거나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482 Combo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속성값으로 지정된 Dataset 오브젝트에 없는 값을 value 속성값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경우 초기표시값이 null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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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ImportObject

RP 설명

76259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im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가져오는 파일에 개행문자가 포함된 경우 개행문

자가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Chrome, Firefox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orm

RP 설명

75717 Form 오브젝트의 go 메소드 호출 시 로딩할 Form에 같은 id를 가지는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76046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row", extendsizetype 속성값이 "row"인 경우 addRow 메소드

실행 시 컴포넌트에 추가된 행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066 Grid 컴포넌트의 edittype 속성을 적용한 경우 편집 상태에서 Cell 오브젝트의 padding 영역이 사라지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76008 Grid 컴포넌트의 onvscroll 이벤트 발생 시 ScrollEventInfo 오브젝트의 type 속성값에서 "pageup", "pagedo

wn"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933 Grid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한 경우 disabled의 pseudo style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256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calendardisplaynulltype 속성값을 "nullmask"로 설정한 경우 편집모드에서 v

alue 속성값이 null로 갱신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13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date"이고 editautoselect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상태에

서 Tab키로 포커스 이동 시 editautoselect 속성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8487 Grid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hotkey 속성으로 등록된 키값을 입력해 Grid 컴포넌트의 binddatase

t 속성값을 초기화한 경우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고 "text"라는 문자열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984 Grid 컴포넌트의 selectRow 메소드 실행 시 반환값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enu

RP 설명

76332 Menu 컴포넌트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Enter키를 입력해 아이템을 선택한 후 마우스 버튼을

떼면 onmenuclick 이벤트가 중복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080 Menu 컴포넌트의 popupmenu 영역에서 마우스 커서를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 mouseover pseudo가 해제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054 Menu 컴포넌트의 popupmenu가 펼쳐진 상태에서 마우스휠을 움직이는 경우 popupmenu 영역이 Menu 컴

포넌트에서 떨어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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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pMenu

RP 설명

76454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비활성화된 서브아이템을 마우스 클릭 후 Enter 키를 입력하거나 활성화된 서브아

이템의 mouseover pseudo가 해제되는 시점에 서브아이템을 클릭 후 Enter 키를 입력한 경우 상위 아이템이

비정상적으로 닫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451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아이템을 선택한 이후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filterstr 속성값을 변경하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75965 Tab 컴포넌트의 insertTabpage 메소드 실행 후 extrabutton을 클릭해 removeTabpage 메소드가 실행되는

경우 마지막 tabpage에서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974 Tab 컴포넌트에 tabpage가 없는 상태에서 insertTabpage 메소드 실행 후 removeTabpage 메소드를 실행했

을때 tabpages.length 값을 스크립트에서 확인했을때 삭제된 Tabpage를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75862 Tab 컴포넌트에서 Shift+Tab 키를 눌러 포커스를 이동하는 경우 이동 순서가 맞지 않은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RP 설명

76416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한 경우 포커스가 다음 taborder 순서인 컴포넌트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18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407 Menu, PopupMenu 컴포넌트의 Item을 선택한 상태에서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filterRow 메소드 실

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329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IME 입력 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Delete 키를 입력하

는 경우 ontextchange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230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후 errorcode를 파라미터로 전송받은 경우 Dataset 오브젝트의 상태값이 잘못 변경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14.0.1.1000 버전 이후 발생한 오류입니다).

76070 Div 컴포넌트의 enableevent 속성값을 직접 지정하고 연결된 Form 내에 포커스를 받을 수 있는 컴포넌트가 없

는 경우 Tab키를 입력해 포커스 이동 시 Div 컴포넌트에서 포커스 이동이 멈추고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75452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maxlength 속성값을 설정하고 value 속성값을 Dataset 오브젝트에 바인딩한 경우

일본어 로마자 키보드로 maxlength 속성값을 초과한 문자 입력 후 확정키 입력 없이 포커스를 옮겨 확정시켰을

때 maxlength 속성값보다 초과된 문자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355 Div 컴포넌트 내 배치된 Edit 컴포넌트의 ontext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Edit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을

null로 설정했을 때 같은 이벤트가 반복되면 null 값이 속성값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4358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IME 모드로 입력한 값을 확정하지 않고 삭제한 경우 onchar 이벤트가 발

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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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5674 trace 메소드를 실행해 넥사크로 스튜디오 Output 창에 중국어가 표시되는 경우 일부 문자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59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enerate 작업이 처리되었던 xfdl 파일명의 대소문자를 수정 후 다시 generate 했을때

대소문자 수정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50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스크립트 편집 시 CanCharEventInfo 오브젝트의 일부 속성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75446 스크립트에 IIFE(Immediately Invoked Function Expressions) 패턴 사용하는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

enerate 작업 시 코드를 잘못 변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4.4.3 기타

RP 설명

75876 ErrorEventInfo 오브젝트의 errormsg 속성값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운영체제에

서 런타임 버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527 NexacroLauncherAX 사용 시 설정하는 cookie 이름에 특수문자가 포함된 경우 값이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289 cachelevel 값을 "session"으로 지정했을때 정상적으로 캐시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050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홈 버튼을 눌러 브라우저를 background로 전환했다가 다시 foreground로 전환했을때 F

orm의 크기를 갱신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75929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를 실행해 띄운 창에 WebBrowser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콘텐츠의 휠 스크롤이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버전에서 발생한 오

류입니다).

75885 ErrorEventInfo 오브젝트에서 서버 오류 시 statuscode 값을 잘못 처리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24.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6572 도움말 항목 중 WebBrowser 컴포넌트의 onusernotify 이벤트 항목 설명에 Windows Runtime 실행 시 제약

사항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2017-10-31 (10월 정기버전) | 205

76479 도움말 항목 중 ChildFrame 오브젝트의 autosize, all, onsetfocus, onkillfocus 항목 설명 중 open 메소드 항

목을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로 수정했습니다.

76371 도움말 항목 중 bind, expr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속성 항목의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수정된 속성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 속성

align, background, background2, controlbuttonsize, font, line, padding, selectbackground, selectfon

t, selectgradation

- Grid 컴포넌트 Band 오브젝트 속성

cellalign, cellbackground, cellbackground2, cellcolor, cellcolor2, cellfont, cellgradation, cellgradation

2, cellline, cellpadding

76365 도움말 항목 중 AudioEventInfo 오브젝트의 reason 속성 항목에 표시되는 코드 설명을 표 형태로 수정했습니

다.

76338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의 setColumn 메소드 설명에 date 객체를 넣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보완했습

니다.

76212 도움말 항목 중 Static 컴포넌트의 onclick 이벤트 항목 설명에서 실제 동작과 맞지 않는 Return 항목과 Remar

k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76061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cellsizingtype 항목 모바일 지원 여부를 수정하고 cellmovingtype 항목 설명

에 모바일 기기 제약 사항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75495 도움말 항목 중 CanCharEventInfo 오브젝트의 속성 항목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했습니다.

75314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selectCell 메소드 설명에서 잘못된 항목(지원여부, 파라미터, 예제, Return)을

수정했습니다.

75313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selectRow 메소드 설명에서 잘못된 항목(파라미터, Return)을 수정했습니다.

75312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selectArea 메소드 설명에서 잘못된 항목(지원여부, 파라미터, Description, R

emark)을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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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1800

File Version 2017,9,26,1

25.2 신규기능

1. Runtime 환경의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파일 다이얼로그 없이 경로지정만으로 파일을 읽고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changeItem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RP.75518)

설명

changeItem 메소드는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주어진 인덱스의 아이템 파일정보를 수정하는 메소드입니다.

Syntax)

FileUpload.changeItem(nIndex, newvalue)

● 두 번째 인자(newvalue)는 Array타입입니다.

ex)

var newvalue = ["C:\\abc.xlsx","C:\\abc.txt"];

this.FileUpload00.changeItem(0, newvalue);

2. Windows10 태블릿(Runtime)에서 편집 가능한 컴포넌트 클릭 시 OS 의 키패드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RP.7

4572)

설명

Windows10 태블릿(Runtime)에서 편집 가능한 컴포넌트 클릭 시 OS 의 키패드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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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포넌트의 usesoftkeyboard 속성이 true 경우 키패드가 나타납니다.

- 기기에 키보드가 연결된 경우 나타나지 않습니다.

- 기기의 '태블릿 모드'의 켜짐/꺼짐 상태와 관계없이 동작합니다.

- Windows10 기기에서만 동작합니다.

- 기기의 다양한 키패드 동작 설정에 의해 동작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3. Android Runtime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하는 다이얼로그(toast) 창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

다.(RP.75738)

설명

Android Runtime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하는 toast 창을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1. 업데이트 시 다이얼로그(toast) 창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 다음과 같이 설정 파일(nexacro_config.xml)을 수정합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nexacro-config>

<updator quiet="true"/>

</nexacro-config>

2. 앱 실행 시 다이얼로그(toast) 창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 다음과 같이 설정 파일(nexacro_config.xml)을 수정합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nexacro-config>

<application quiet="true"/>

</nexacro-config>

ex) toast 창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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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4. Grid Contents Editor 에서 사용자가 변경한 속성창의 넓이를 기억하여 다시 띄울 때 이전 넓이로 띄우도록 했

습니다.(RP.74986)

설명

Grid Contents Editor 에서 사용자가 변경한 속성창의 넓이를 기억하여 다시 띄울 시 이전 넓이로 띄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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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5. PopupMenu 의 메뉴 리스트에 스크롤 버튼이 생성되었을 경우, 상하(↑↓) 방향키로 숨겨진 메뉴 리스트도 이동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P.75469)

설명

PopupMenu 의 메뉴 리스트에 스크롤 버튼이 생성되었을 경우, 상하(↑↓) 방향키로 숨겨진 메뉴 리스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6. Excel Export 시 문자열의 자동 줄바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75157)

설명

Excel Export 시 문자열의 자동 줄바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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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이후 배포된 XENI 모듈을 사용해야 합니다. (배포된 파일명 : nexacro-xeni.war_2017.08.30_01.zip)

속성명)

wraptext

default)

true

ex)

exportObj.exportData("wraptext=false");

설명

7. HTML5 환경에서 withCredentials 속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P.75229)

설명

HTML5 환경에서 withCredentials 속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application.networksecurelevel 값이 all인 경우에 withCredentials 속성을 지원합니다.

- withCredentials 속성은 비동기 통신에서만 지원합니다.

- withCredentials 속성이 true 로 설정되어 있을 때는 'Access-Control-Allow-Origin : *' 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쿠

키에 관련된 요청을 쓰고 싶다면 반드시 와일드카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URL을 지정해주어야 한다.

- withCredentials 속성 사용 시 서버에서도 'Access-Control-Allow-Credentials' 헤더에 true를 할당해서 보내야 합니다.

참고 : https://xhr.spec.whatwg.org/#the-withcredentials-attribute

25.3 변경기능

1. HTML5 환경의 Edit 계열 컴포넌트에서 set_value 메소드로 문자열 입력 시 캐럿의 위치를 문자열 맨뒤에 위치

하도록 했습니다.(RP.75439)

설명

변경 전
- 뒷쪽에 위치 : IE11, Edge, Chrome, Safari

- 앞쪽에 위치 : Firefox

변경 후 - 뒷쪽에 위치 : IE11, Edge, Chrome, Safari, Firefox

2. 선택된 항목이 없는 PopupMenu에서 위쪽 방향키(↑) 입력 시 첫 번째 popupmenuitem에 mouseover pseu

do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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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경 전

menuitem을 클릭하거나 확장 가능한 subitem에 커서를 올리면 popupmenu가 열립니다.

popupmenuitem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키보드 위쪽 방향키(↑)를 입력하면 popupmenu

의 가장 마지막 popupmenuitem에 mouseover pseudo가 적용됩니다.

변경 후

선택된 항목이 없는 popupmenu에서 위쪽 방향키(↑)를 입력하면 첫 번째 popupmenuitem에

mouseover pseudo가 적용됩니다.

1.’aa’를 클릭하고 ‘a1’에 마우스 커서를 올립니다. popupmenuitem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쪽 방향키를 입력합니다.

2.첫 번째 popupmenuitem인 ’a1-1’에 mouseover pseudo가 적용됩니다.

3. 선택된 항목이 없는 Menu 컴포넌트에서 아래쪽 방향키(↓) 입력 시 menuitem에 selected pseudo가 적용되고

popupmenu가 열립니다.(RP.75532)

설명

변경 전
Menu 컴포넌트에 focus가 있고 selected 상태의 menuitem이 없는 경우 키보드 아래쪽 방향

키(↓)를 입력하면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변경 후

아래쪽 방향키(↓)를 입력하면 menuitem에 selected pseudo가 적용되고 popupmenu가 열립

니다.

1. ’aa’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mouseover pseudo를 적용합니다.

2. 컴포넌트 밖으로 커서를 이동하여 ‘aa’의 mouseover pseudo를 해제합니다.

3. 키보드 아래쪽 방향키(↓)를 입력합니다. ‘aa’에 selected pseudo가 적용됩니다. popup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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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가 열리면서 첫 번째 subitem에 mouseover pseudo 적용됩니다.

설명

4. Menu 컴포넌트에서 선택된 항목이 없는 경우 첫 번째 menuitem 기준으로 동작하도록 했습니다.(RP.75535,

75537, 75547)

설명

변경 전
Menu 컴포넌트에 mouseover 또는 selected pseudo가 적용된 menuitem이 없는 경우 마지

막 마우스 오버했던 menuitem을 기준으로 동작합니다.

변경 후

Menu 컴포넌트에 mouseover 또는 selected pseudo가 적용된 menuitem이 없는 경우 첫 번

째 menuitem을 기준으로 동작합니다.

1. ‘cc’를 클릭합니다.

2. 최하위 항목인 ‘c1’을 클릭하거나 Form을 클릭합니다. popupmenu가 닫히고 ‘cc’의 selecte

d pseudo가 해제됩니다.

(위 1번 에서 ‘cc’를 클릭하지 않고 mouseover pseudo 적용 후 해제해도 됩니다.)

3.1 키보드 왼쪽(←) 또는 오른쪽(→) 방향키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 menuitem인 ‘aa’에 select

ed pseudo가 적용됩니다.

3.2 ENTER 키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 menuitem인 ‘aa’에 selected pseudo가 적용됩니다. po

pupmenu가 열리고 첫 번째 popupmenuitem에 mouseover pseudo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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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키보드 아래쪽 방향키(↓)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 menuitem인 ‘aa’에 selected pseudo가

적용됩니다. popupmenu가 열리고 첫 번째 popupmenuitem에 mouseover pseudo가 적용

됩니다.

설명

5. Menu 컴포넌트가 focus를 받는 경우 첫 번째 menuitem에 selected pseudo가 적용됩니다.(RP.75542)

설명

변경 전

Form에 Menu 컴포넌트 하나만 있는 경우 모든 menuitem에 normal pseudo가 적용됩니다.

(선택된 menuitem이 없음)

이 때 Tab 키를 입력하면 첫 번째 menuitem에 selected pseudo가 적용됩니다.

Form에 다양한 컴포넌트가 있고 Menu 컴포넌트의 taborder가 0인 경우 모든 menuitem에 n

ormal pseudo가 적용됩니다. (선택된 menuitem이 없음)

이 때 Tab 키를 입력하여 컴포넌트간 이동 후 다시 Menu 컴포넌트로 돌아오면 첫 번째 menuit

em에 selected pseudo가 적용됩니다.

변경 후

Tab 키 입력과 관계 없이 Menu 컴포넌트가 focus를 받은 경우 첫 번째 menuitem에 selected

pseudo를 적용합니다.

1.Form에 Menu 컴포넌트하나만생성합니다. 다양한컴포넌트를올릴경우Menu 컴포넌트의

taborder를 0으로 설정합니다.

2.Form을 실행하면 첫 번째 menuitem에 selected pseudo가 적용됩니다.

6. HTML5환경에서 컴포넌트에 마우스 'rbuttondown'을 한 경우 contextmenu가 표시되는 컴포넌트로 focus

가 이동하도록 했습니다.(RP.75108, 7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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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경 전
HTML5 환경에서 컴포넌트에 마우스 'rbuttondown'을 한 경우 이전 컴포넌트에 focus가 위치

합니다.

변경 후
HTML5 환경에서 컴포넌트에 마우스 'rbuttondown'을 한 경우 contextmenu가 표시되는 컴

포넌트로 focus가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25.4 오류수정

25.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74959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이 실패한 경우에도 true 값을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

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75776 Combo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 ColumnInfo의 type 속성값이 "BIGDECIMAL"인 경우 trans

action 메소드 실행 후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756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을 "filter"로 지정한 경우 특수문자 입력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754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을 "filterlike"로 지정하고 반각 특수기호 입력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76172 Dataset 오브젝트의 Column type이 "DATE" 또는 "DATETIME", "TIME"인 경우 데이터 형태가 맞지 않는 값

을 파라미터로 지정해 setColumn 메소드 실행 시 Column 값이 설정되지 못했음에도 true값을 반환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76098 Dataset 오브젝트의 deleteRow 메소드 실행 후 moveRow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처리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089 Dataset 오브젝트의 Column type이 "STRING"인 경우 setColumn 메소드 호출 시 값을 지정하는 파라미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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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ate로 지정한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941 Dataset 오브젝트의 deleteRow 메소드 실행 후 moveRow 메소드 실행 시 인덱스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465 Dataset 오브젝트 ColumnInfo의 type 속성값을 "DateTime"으로 지정했을때 날짜값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75343 Dataset 오브젝트 ColumnInfo의 type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BigDecimal"로 수정한 후 getSum 메소드 실

행 시 결과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Edit

RP 설명

76166 Edit 컴포넌트로 포커스가 이동한 후 올라오는 키패드를 닫았을 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960 Edit 컴포넌트의 onkillfocus 이벤트 함수 내에서 다음 taborder 순서인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하는 경우 포커스는 다음 컴포넌트로 이동하고 캐럿은 이전 Edit 컴포넌트에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Upload

RP 설명

75206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사용자가 파일 선택 후 filelist 속성값을 확인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

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75689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가 없는 상태에서 createFormat 메소드 실행 후 insertContentsR

ow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688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가 없는 상태에서 createFormat 메소드 실행 후 appendContent

sCol 또는 insertContentsCol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40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suppressalign 속성값을 "first,over"로 설정했을 때 이미지가 Cell 영역 왼쪽에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726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suppress 속성을 지정한 상태에서 Grid 컴포넌트의 formats 속성값을 변경하

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4712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을 "select"로 지정하고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을 "tree", edit

type 속성값을 "text"로 지정했을 때 oncellclick 이벤트가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226 Grid 컴포넌트에서 키보드 방향키로 선택된 행을 변경하는 경우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에 따라 bo

rder 속성이 다르게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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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Box

RP 설명

75815 ListBox 컴포넌트의 스크롤을 빠르게 이동해서 마지막 아이템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옮

겼다가 키보드 Tab 키를 입력해 ListBox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옮기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74903 ListBox 컴포넌트의 setSelect 메소드 실행 시 파라미터로 지정되는 인덱스값이 실제 아이템 개수보다 큰 경우 L

istBox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했을 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skEdit

RP 설명

75188 MaskEdit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전각문자가 입력되지 않도록 mask 속성값을 설정한 후 전각문자 입력 후 반각

문자를 입력했을 때 전각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C용 Safari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Menu

RP 설명

75785 Menu 컴포넌트에서 subItem이 비활성화된 Item을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한 후 키보드 Enter 키를 입력해 선택

상태를 해제했다가 다시 Enter 키를 입력해 선택상태로 만든 후 Enter 키를 입력하면 선택상태가 해제되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696 Menu 컴포넌트의 onmouseenter 이벤트 함수 내에서 trackPopup 메소드 호출 시 popupmenu가 열리지 않

거나 마우스 커서를 다른 컴포넌트 위로 가져갔을 때 Menu 컴포넌트의 onmouseenter 이벤트가 처리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5216 Menu 컴포넌트의 Item 항목이 많아 spinbutton이 활성화된 경우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해 화면에 보이지 않는

Item으로 이동할 때 해당 Item의 subItem만 Menu 컴포넌트의 영역 밖에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opupMenu

RP 설명

75708 Popup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 메소드 실행 후 Item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후 키보드 방향키 입력 시

하위 Item에 mouseover pseudo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391 PopupMenu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Item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는 경우 상위 Item의 back

ground 스타일이 해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390 PopupMenu 컴포넌트의 최하위 Item에서 키보드 Enter 키 입력 시 onmenu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017-09-26 (9월 정기버전) | 217

Static

RP 설명

73686 Static 컴포넌트의 cursor 속성값을 변경한 상태에서 Static 컴포넌트를 삭제한 경우 변경된 커서모양이 바뀌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Tab

RP 설명

75844 Tab 컴포넌트의 mouseover 상태에서 buttonborder 속성값을 변경하는 경우 extrabutton이 잘못된 위치에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712 Tab 컴포넌트의 tabbutton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을 때 mouseover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75655 Tab 컴포넌트의 pseudo 상태에 따른 buttonborder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pseudo 상태에 따라 tabbutton의

크기가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644 Tab 컴포넌트의 onextrabuttonclick 이벤트 함수 내에서 removeTabpage 메소드 실행 시 tabindex 값이 속

성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XPush

RP 설명

73749 XPush 오브젝트의 connect 메소드를 실행해 서버와 연결된 상태에서 subscribe 메소드 실행 후 서버 접속을

끊었다가 다시 접속한 후 subscribe 메소드 실행 시 토픽 등록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RP 설명

75654 Application 오브젝트의 locale 설정값에 따라 Grid 컴포넌트에 표시되는 숫자와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

를 사용해 파일로 내보낸 결과값의 숫자가 다르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450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를 실행해 ChildFrame을 띄우면서 ChildFrame의 showontaskbar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부모창에서 tooltip이 표시되면 자식창의 숨겨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321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입력된 문자열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문자열 위로 이

동했을때 마우스 포인터가 떨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059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outDataset 항목이 여러 개 설정된 경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1702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938 Div 컴포넌트 내 Edit 컴포넌트가 배치된 경우 키보드 Tab 키를 입력해 포커스를 이동했을 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548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일본어 입력 시 조합상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블클릭 시 입

력된 문자열이 복사되어 추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Edge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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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83 Tab 컴포넌트 Tabpage 오브젝트 내 Grid 컴포넌트를 배치한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rowposition

속성값을 -1로 지정했을때 첫 번째 행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453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 일본어 입력 시 확정키를 눌러 확정한 후 키보드 backspace 키를 눌러 입력한 문자

를 삭제하면 onchar 이벤트가 2번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451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입력 후 확정키를 눌러 확정했을때 onchar 이벤트가 3회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347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A)에 입력된 텍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컨텍스트 메뉴에

서 "잘라내기"를 선택한 후 키보드 Tab 키를 입력해 다른 컴포넌트로 이동했다가 원래의 컴포넌트(A)로 포커스

를 이동한 상태에서 다른 컴포넌트(B) 텍스트 편집 영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컨텍스트 메뉴에

서 "붙여넣기"를 선택하면 원래의 컴포넌트(A)에 붙여넣기가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Chrome 브라

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187 Edit, TextArae 컴포넌트에 일본어 전각 문자 입력 시 onchar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185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이 "english" 또는 "half"일 때 일본어 전각 문자가 입력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mac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166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nabletouchevent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했을 때 터치 동작으로 Grid 컴포넌트의 스

크롤이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Safari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1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148 Grid 컴포넌트에 Global Dataset 오브젝트를 바인딩한 경우 화면 로딩 시 Grid 컴포넌트의 첫 번째 셀이 선택

된 상태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100 Combo, Edit, TextArea, MaskEdit 컴포넌트의 포커스를 setFocus 메소드를 사용해 다른 컴포넌트로 옮겼을

경우 포커스를 잃어버린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값으로 지정한 텍스트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Edge, IE11, Firefox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ge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Calendar 컴포넌

트에서도 해당 오류가 발생합니다).

74967 transaction 메소드 호출 시 서버에서 HTTP 401 코드를 응답했을 때 이를 정상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응답을

기다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957 컴포넌트의 onsetfocus 이벤트 함수 내에서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변경했을 때 포커스가 다음 t

aborder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로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4626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 Dataset 오브젝트를 바인딩한 경우 컴포넌트 편집 영역을 터치한 후 값을 지우고 포

커스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지운 값이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에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

S, Android 운영체제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556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편집 영역에 사용자가 더블탭을 입력했을 때 포커스만 이동하고 캐

럿은 이전 컴포넌트에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Android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3201 Combo 컴포넌트 또는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을 "combo"로 지정한 경우 combolist

가 키패드에 가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Android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880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클립보드에 값을 복사하고 다른 컴포넌트의 텍스트 편집 영역 위

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컨텍스트 메뉴를 표시하고 "붙여넣기"를 선택한 경우 이전 컴포넌트로 값이

붙여넣기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refox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726 Tab 컴포넌트 Tabpage 오브젝트에 Div 컴포넌트가 배치된 경우 Div 컴포넌트의 bordertype 속성값을 "round

"로 지정한 경우 로딩 시점에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

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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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6236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 사용하지 않는 속성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Objects > XComponents > Grid > Objects > Cell > Property > linespace

Objects > XComponents > Grid > Objects > Band > Property > celllinespace

7564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 이미 등록된 라이선스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같은 라이선스 코드를 다시 입력하는 경우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수정했습니다).

25.4.3 기타

RP 설명

75907 Grid 컴포넌트의 tooltiptext 속성값을 지정하고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 툴팁이 표시되는 경우 작업표시줄에

표시된 아이콘이 중복되어 생성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735 System 오브젝트의 locale 속성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런타임 사

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661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를 실행해 띄워진 창에서 System 오브젝트의 clearClipboard 메소드를

실행하거나 window.clipboardData.clearData와 같은 스크립트를 호출했을 때 표시되는 경고창이 띄워진 창

뒤로 숨겨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25.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5894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filter 속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Setting Syntax 목록 중 일부

누락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75887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addChild, insertChild, removeChild 메소드 설명에서 해당 메소드를 지원하지 않

는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을 삭제했습니다.

75886 도움말 항목 중 Combo, Edit, MaskEdit 컴포넌트의 ontextchanged 이벤트 파라미터 항목 중 EventInfo 오

브젝트 항목이 누락된 것을 수정했습니다.

75814 도움말 항목 중 일부 EventInfo 오브젝트 항목의 fromobject, fromreferenceobject 속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

한 것을 보완했습니다. 수정된 EventInfo 오브젝트 항목은 GridMouseEventInfo, GridEditEventInfo, GridCli

ckEventInfo, GridDragEventInfo 입니다.

75695 도움말 항목 중 Form 오브젝트의 opener 속성에 대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75666 도움말 항목 중 접근성 관련 속성의 지원 여부 항목에서 윈도우 런타임 지원 여부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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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서는 접근성 관련 속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75522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selectrow 메소드에 사용하는 파라미터 설명이 누락된 것을 수정했습니다.

75126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appendContentsCol, insertContentsCol 메소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73625 도움말 항목 중 gradation 관련 속성 설명에서 지원하지 않는 원형 그러데이션 설명을 삭제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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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1703

File Version 2017,9,14,1

26.2 신규기능

1. ADL/onerror 이벤트의 EventInfo 오브젝트에 reason 속성을 추가했습니다.(RP.74020)

설명

HTTP/HTTPS 통신 중 에러 발생 시 상태 코드를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Nexacro에서 정의한 코드값을 리턴합니다. errortype=

CommunicationError 인 경우 발생합니다.

통신 상에서 발생하는 error에 대한 내용이 statuscode값으로 구분이 어려운점을 reason값을 이용하여 교차 체크하여 보다 정

교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코드값과 코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 위치의 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Objects > EventInfo Objects > ErrorEventInfo > Property >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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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변경기능

1. ADL/onerror 이벤트의 EventInfo 오브젝트에 statuscode 속성값 중 '사용자에 의한 취소'시 발생하는 코드값

을 변경했습니다.(RP.75046)

설명

변경 전 statuscode 가 0으로 출력됩니다.

변경 후

statuscode 가 499로 출력됩니다.

● 자세한 코드값과 코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 위치의 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Objects > EventInfo Objects > ErrorEventInfo > Property > statuscode

2. HTML5 환경에서 Mask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를 줄 때 PC와 Android가 같도록 수정했습니다.(RP.73349)

설명

변경 전
HTML5 환경에서 Mask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를 줄 때 PC와 Android에서 캐럿(caret)의 위

치가 다릅니다.

변경 후

HTML5 환경에서 Mask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를 줄 때 PC와 Android 모두 캐럿이 제일 앞으

로 가도록 수정했습니다.

• iOS에서는 OS 특성상 캐럿이 제일 뒷쪽에 위치합니다.(RP.69265 참고)

3. Menu 컴포넌트에서 아래쪽 방향키(↓)로 menuitem의 popupmenu가 열리지 않도록 수정했습니다.(RP.753

77)

설명

변경 전 Menu 컴포넌트에서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menuitem의 popupmenu가 나타납니다.

변경 후
Menu 컴포넌트에 토글(toggle) 기능이 추가되면서 아래쪽 방향키(↓)로 menuitem의 popup

menu가 열리지 않습니다.

4. Menu 컴포넌트의 확장 가능한 subitem에서 마우스 커서 이동 시 mouseover pseudo 를 유지하도록 수정했

습니다.

설명

Menu 컴포넌트의 확장 가능한 subitem에서 마우스 커서를 subitem 밖으로 이동하면 mouse

over pseudo가 해제됩니다.

1. 'AA'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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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A1’에 커서를 올리면 ‘A1’에 mouseover pseudo가 적용되고 popupmenu가 열립니다. 커

서를 ‘A1’ 밖으로 이동하면 ‘A1’의 popupmenu의 열린 상태는 유지되고 mouseover pseudo

는 해제됩니다.

변경 후

Menu 컴포넌트의 확장 가능한 subitem에서 마우스 커서를 subitem 밖으로 이동하면 mouse

over pseudo가 유지됩니다.

1. 'AA'를 클릭합니다.

2.’A1’에 커서를 올리면 ‘A1’에 mouseover pseudo가 적용되고 popupmenu가 열립니다. 커

서를 ‘A1’ 밖으로 이동하면 ‘A1’의 popupmenu의 열린 상태와 mouseover pseudo가 유지됩

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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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오류수정

26.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75010 Applicait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를 실행하고 팝업창으로 포커스를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74895 Combo 컴포넌트의 dropbutton 스타일 속성값으로 image 파일을 지정했을때 버튼이 한번에 눌러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770 Combo 컴포넌트에서 popupwindow가 펼쳐진 상태에서 키보드 탭키를 눌러 다른 곳으로 포커스가 옮겨졌을

때 mouseover Pseudo 스타일이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74771 open 메소드를 실행해 열린 창에서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 type이 "BIGDECIMAL"인 컬럼을 setColumn 메

소드로 값을 변경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4691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명을 "size"로 지정한 경우 화면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4101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Dataset 오브젝트가 2개 포함된 경우 onload 이벤트 처리 시 DSLoadEventInfo

오브젝트의 reason 속성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75227 Edit 컴포넌트의 maxlength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일본어 조합문자 입력 후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가 이동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10.3 이상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622 Edit 컴포넌트의 ontextchange 이벤트 함수 내에서 false를 반환하는 경우 문자열을 전체선택한 후 키보드 백

스페이스키와 스페이스바를 연속해서 입력하면 값이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hrome, Firefox 브라우

저에서 일본어 IME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557 Edit 컴포넌트에 입력된 문자열이 없는 경우 키보드 Delete 키 입력 시 ontextchange, onchar, ontextchang

ed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4354 Edit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을 지정하고 입력된 문자열 전체를 선택한 후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두 번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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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면 선택된 문자열이 붙여넣기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IE11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353 Edit 컴포넌트에서 inputfilter, inputtype 속성값 설정한 경우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텍스트 입력 시 필

터대상이아닌값이입력되는오류를수정했습니다 (Edge, Chrome, Firefox 브라우저에서발생한오류입니다)

.

● 마우스 드래그로 문자열 선택 후 마우스 더블클릭을 하면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값이 필터 대상이 아닌 값

이 입력되는 오류는 아직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어 전각 IME 모드 (Edge 브라우저), 한글 IME 모드 (Chrome 브라우저)

RP 설명

ExcelObject

RP 설명

73698 애플리케이션의 쿠키값 설정 후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XENI 에러가 발생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75095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nabletouchevent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Grid 컴포넌트의 checkbox가 동작

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태블릿에서 런타임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005 Grid 컴포넌트의 ondrop 이벤트 처리 시 GridDragEventInfo 오브젝트의 dragdata, userdata 속성값이 null

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1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361 수평 스크롤바가 활성화된 Grid 컴포넌트의 수평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바인딩된 Dataset 오

브젝트의 keystring 속성값을 변경하는 경우 Grid 컴포넌트의 Cell 위치가 어긋나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IE 8, 9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183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text"인 경우 조합형 문자 입력 후 키보드 엔터 키를 입력했

을 때 onchar 이벤트에서 GridEditCharEventInfo 오브젝트의 pretext 속성값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083 Grid 컴포넌트의 onkeydown 이벤트 함수 내에서 createFormat 메소드를 실행하고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

트의 addRow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4618 Grid 컴포넌트의 ontextchange 이벤트 함수 내에서 false를 반환하는 경우 문자열을 전체선택한 후 키보드 백

스페이스키와 스페이스바를 연속해서 입력하면 값이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hrome, Firefox 브라우

저에서 일본어 IME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537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suppressalign 속성값을 "first,over"로 지정한 상태에서 해당 Cell 영역을 클릭

하면 텍스트가 어긋나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4410 Grid 컴포넌트의 insertContentsCol 메소드 실행 후 Cell 오브젝트의 Index 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74352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filter 속성값을 지정하고 입력된 문자열 전체를 선택한 후 키보드 스페이스

바를 두 번 입력하면 선택된 문자열이 붙여넣기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hrome, Firefox 브라우저에서 발

생한 오류입니다).

74355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filter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텍스트 입력 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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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대상이 아닌 값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마우스 드래그로 문자열 선택 후 마우스 더블클릭을 하면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값이 필터 대상이 아닌 값

이 입력되는 오류는 아직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어 전각 IME 모드 (Edge 브라우저), 한글 IME 모드 (Chrome 브라우저)

RP 설명

Menu

RP 설명

75298 Menu 컴포넌트의 subItem을 터치해서 하위 subItem을 펼친 후에 다른 subItem을 터치해서 하위 subItem을

펼치면 첫 번째 터치해서 펼쳤던 하위 subItem 영역의 높이로 화면에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1

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133 Menu 컴포넌트에서 subItem을 가지고 있는 Item 클릭 시 onmenuclick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14.0.1.1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538 Menu 컴포넌트에서 Item을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하는 경우 Item이 중복 선택된 것처럼 보이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674 Menu 컴포넌트에서 subItem을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마우스 포인터를 subItem 영역 위에 올린 상태에서 방향

키로 subItem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한 단계 아래의 subItem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lugin

RP 설명

75236 Plugin 오브젝트 사용 시 WINDOWED=false로 설정된 ActiveX를 설정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Div

RP 설명

73096 WebBrowser 컴포넌트에 표시된 HTML 페이지의 텍스트 영역을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한 후 onmouseenter

이벤트에서 PopupDiv 컴포넌트를 호출했을 때 PopupDiv 컴포넌트가 호출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Menu

RP 설명

75217 Popup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516 PopupMenu 컴포넌트가 표시되는 영역이 부족할때 나타나는 spinbutton 클릭 시 Item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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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7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innerdataset 속성을 GlobalVariables에 추가한 Dataset으로 지정하는 경우 실행

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Tab

RP 설명

75128 Tab 컴포넌트의 insertTabpage 메소드실행시 nIndex 파라미터값을 -1로 지정한경우 onchanged 이벤트의

TabIndexChangeEventInfo 오브젝트의 postindex 속성값을 잘못 처리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16

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479 Tab 컴포넌트에서 tabbutton 클릭 후 키보드 Tab 키 입력 시 onkeydown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75304 Tab 컴포넌트의 focusaccepta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키보드 Shift+Tab 키로 입력 시 포커스를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4534 Tab 컴포넌트에서 키보드 탭키를 사용해 포커스를 이동하는 경우 onkeydown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76072 Tab 컴포넌트의 extrabutton을 클릭해 여러 개의 Tabpage를 연속해서 제거하는 경우 마지막 Tabpage가 삭

제되면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건은 14.0.1.1703 버전에서 수정된 오류입니

다).

TextArea

RP 설명

75329 TextArea 컴포넌트의 ontextchange 이벤트 함수 내에서 false값을 반환했을때 문자열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620 TextArea 컴포넌트의 cancharchange 이벤트 실행 시 CanCharEventInfo 오브젝트의 posttext 속성값을 빈

값으로 처리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4117 TextArea 컴포넌트의 maxlength 속성값을 설정하고 설정한 값만큼 문자열이 입력된 상태에서 화면을 터치하

고 드래그해 캐럿을 앞으로 이동한 다음 텍스트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514 TextArea 컴포넌트에 지정된 padding 속성값이 pseudo 변경 시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ebBrowser

RP 설명

74684 WebBrowser 컴포넌트에 ActiveX 오브젝트를 보여주는 경우 showModal 메소드 실행 시 화면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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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RP 설명

75228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displaynulltext 속성값이 설정된 다른 Edit 계열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하는

경우 캐럿이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053 Edit, TextArea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상태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가 다시

해당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했을 때 바인딩한 Dataset 오브젝트의 값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IE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601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readonly 속성값이 true이고 GlobalVariables에 추가한 Dataset을 바인딩한 경우

포커스를 이동하거나 키보드를 닫는 경우 입력된 문자열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531 Dataset과 바인딩하지 않은 컴포넌트의 updateToDataset 메소드 호출 시 true값을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74315 Calendar 컴포넌트와 WebBrowser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Form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 내 콘텐츠를

클릭했다가 Calendar 컴포넌트의 dropbutton을 클릭하면 날짜값이 수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

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762 Edit, TextArea, Combo 컴포넌트에서 입력된 문자열을 선택한 상태에서 문자키를 입력 시 cancharchange

이벤트에서 CanCharEventInfo 오브젝트의 pretext 속성값을 잘못 처리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048 Edit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 또는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filter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전체선택한 후 필터 대상이 아닌 값을 입력하는 경우 입력된 문자열이 지워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Edge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일본어 전각 IME 모드에서 필터 대상이 아닌 값을 입력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입력된 문자열이

지워지는 오류는 아직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Edit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이 "sign"인 경우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filter 속성값이 "alpha", "digit", "integer", "number"인 경우

75975 ChildFrame 오브젝트의 showModal 메소드를 사용해 실행된 모달창에서 Combo, Calendar, PopupDiv 컴

포넌트 실행 시 일부 컨트롤이 모달창 프레임 뒤로 가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건은 14.0.1.1702 버

전에서 발생한 오류이며 14.0.1.1703 버전에서 수정됐습니다).

26.4.2 디바이스 API

RP 설명

74639 LiteDBStatement 오브젝트에서 executeQuery 메소드 실행 시 사용하는 SELECT 문의 컬럼이 1개인 경우 조

회 결과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2017-09-14 (8월 정기버전) | 229

26.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5417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서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Font 속성값 선택 후 "Font edit dialog"를 실행

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416 컴포넌트의 font 속성값이 없는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속성창에서 "Font edit dialog"를 띄우는 경우 기본

값이 "0 null"로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109 UX-Studio 9.2 버전의 디자인 화면에서 복사한 컴포넌트를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디자인 화면으로 붙여넣기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425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TypeDefinition > Services 항목의 version 정보를 문자열로 입력시 일부 값이 사라지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4041 Application 오브젝트의 checkversion 속성값을 true로 지정한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애플리케이션 실

행 후 "View Source" 항목 선택 시 해당 소스 코드를 보여주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6.4.4 기타

RP 설명

75139 애플리케이션 로딩 시 Form 오브젝트 내에서 include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중복해서 호출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74578 execBrowser 메소드 실행 시 파라미터로 서비스의 prefixid를 사용하는 경우 연결된 URL을 찾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74547 GlobalVariables에 등록한 Variables의 usecookie 값이 true인 경우 setVariable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4359 터치 동작으로 화면 스크롤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태블릿에서 터치 동작 사

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265 TypeDefinition에서 cachelevel 값을 "static"으로 지정 후 version 값을 갱신한 경우 파일을 새로 받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122 ChildFrame 오브젝트의 showModal 메소드를 호출해서 생성된 모달창을 스크롤하거나 타이틀바 영역을 잡고

마우스 드래그로 이동하는 경우 콘텐츠가 창에서 분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061 Screen 오브젝트의 zoommin, zoommax 속성값이 다를 경우 ChildFrame 오브젝트의 openalign 속성값을 "

center, middle"로 설정하고 모달창을 띄우면 창의 위치가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3979 윈도우 운영체제에 설치된 다른 프로그램에서 WM_NULL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최소화한 넥사크로플랫폼 애플

리케이션이 다시 화면에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3970 화면 내 Div 컴포넌트가 포함된 경우 화면 방향 전환 시 크기 계산이 잘못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

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3292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를 실행해 팝업창을 띄울 때 ChildFrame 오브젝트의 layered 속성값을 tr

ue로 지정하면 팝업창에 배치된 WebBrowser 컴포넌트가 화면을 로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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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027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outputDataset을 여러 개 설정하는 경우 데이터가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해당 건은 14.0.1.1702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이며 14.0.1.1703 버전에서 수정됐습니다).

RP 설명

26.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5315 도움말 항목 중 name 속성값을 설명하는 내용 중 일부 공백 문자가 "?"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일본

어 도움말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255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xit 메소드 설명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75226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enableredraw 속성의 지원 브라우저 정보를 수정했습니다.

75191 도움말 항목 중 MainFrame, ChildFrame 오브젝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가 잘못 표시되고 있는 것을 삭제

했습니다. 삭제한 메소드는 addChild, insertChild, removeChild 입니다.

75190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selectArea 메소드 설명 중 지원하지 않는 selectcount에 관한 내

용을 삭제했습니다.

75120 도움말 항목 중 일부 EventInfo 오브젝트의 지원 브라우저 정보를 수정했습니다.

75070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tooltiptext 속성값의 모바일 디바이스 지원 여부가 잘못 표기된 것을 수정했습니다.

75047 도움말 항목 중 ErrorEventInfo 오브젝트의 statuscode 속성값 설명에 상세 코드를 명시한 표를 추가했습니다.

75020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currentstyle 속성값 설명 항목에 onload 이벤트 시 속성값 취득에 대한 설명을 추

가했습니다.

74566 도움말 항목 중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userawnumbervalue 속성값에 대한 설명 중 잘못 표현된 내

용을 수정했습니다.

74564 도움말 항목 중 transaction 메소드 설명에 async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한 경우 ChildFrame 오브젝트의 포커

스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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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1603

File Version 2017,8,11,1

27.2 신규기능

1. HTML5 환경에서 웹브라우져의 캐쉬(cache) 제어를 위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71270)

?목적

이전 버전은 일부 웹브라우져에서 cachelevel을 지정해도 웹브라우져의 cache 설정 정보가 우선되는 제약사항이 있

습니다.

이 경우 아래 '신규내역'에 언급되는 추가된 속성과 Generate 코드 변경을 이용하여 cache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

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14.0.1.1100 버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신규내역

ADL(application)에 'checkversion'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 ADL의 checkversion 속성값이 'true'일 경우 ADL, theme image 등이 ADL의 version 값으로 세팅되어 호출됩니

다.

- TypeDefinition의 services의 version 정보는 각 서비스 호출 시 세팅되어 호출됩니다.

TypeDefinition의 services의 version 정보가 없을 때는 ADL의 version 값으로 세팅되어 호출됩니다.

- TypeDefinition의 services의 version 값이 올라가면 ADL의 version 값을 올려야 갱신된 TypeDefinition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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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 ADL의 checkversion 속성값이 'true'일 경우 index.html, quickview.html, popup.html 파일들의 <script> 태그

에 version 관련 query string이 추가됩니다. version값은 lib(nexacro14lib)의 json 파일의 버전값으로 생성됩니다.

1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nexacro14lib/framework/SystemBase.js?version

=14.0.1.1100"></script>

2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nexacro14lib/framework/SystemBase_HTML5.js?version

=14.0.1.1100"></script>

3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nexacro14lib/framework/SystemBase_Runtime.js?version

=14.0.1.1100"></script>

- index.html, quickview.html 파일의 application.load 함수 구문에 ADL의 version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application 오브젝트의 checkversion 속성값이 'true'일 경우 생성되며 application 오브젝트의 version 속성값으

로 생성됩니다.

1 <script type="text/javascript">

2 function oninitframework()

3 {

4 nexacro._initHTMLSysEvent(window, document);

5 nexacro._prepareManagerFrame();

6

7 // application.checkversion 이 false 일 때 generated code

8 application.load("test", "test.xadl.js");

9

10 // application.checkversion 이 true 일 때 generated code

11 application.load("test", "test.xadl.js?version=1.0");

12 }

13 </script>

- index.html, popup.html, quickview.html 파일에 'Pragma' meta 태그를 아래와 같이 추가했습니다.

application 오브젝트의 checkversion 속성값이 'true'일 경우 소스를 Generate하면 index.html, quickview.html,

popup.html 파일의 meta 태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캐쉬를 설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meta http-equiv="pragma" content="no-cache">

1 <html xmlns:v='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s:o='urn:schemas-microsoft-com:office:

office'>

2 <head>

3 <meta http-equiv="X-UA-Compatible" content="IE=Edge" />

4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application/xhtml+xml; charset=UTF-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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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eta name="viewport" content="user-scalable=1, initial-scale=1.0, width=device-width,

target-densitydpi=device-dpi" />

6 <meta http-equiv="pragma" content="no-cache">

7

8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nexacro14lib/framework/SystemBase.js?version

=14.0.1.1100"></script>

9 </head>

27.3 변경기능

1. Grid 컴포넌트에서 Tab키를 사용하여 다른 컴포넌트로 이동 시 onkeydown/onkeyup 이벤트를 발생하지 않

도록 했습니다.(RP.73544)

설명

변경 전
Grid 컴포넌트에서 Tab키를 사용하여 다른 컴포넌트로 이동 시 onkeydown/onkeyup 이벤트

가 발생합니다.

변경 후
Grid 컴포넌트에서 Tab키를 사용하여 다른 컴포넌트로 이동 시 onkeydown/onkeyup 이벤트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Menu 컴포넌트의 확장 가능한 subitem에서 Enter 키 입력 시 subitem의 popupmenu를 보여 주도록 변경했

습니다.(RP.74365)

설명

변경 전 Enter키 입력을 받은 subitem이 확장 가능한 subitem일 경우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변경 후

확장 가능한 subitem일 경우 해당 subitem의 popupmenu를 보여줍니다.

ex) ‘a1’이 mouseover 상태에서 Enter키를 입력하면 ‘a1’의 subitem이 보여집니다.

3. Menu 컴포넌트에서 subitem이 없는 menuitem에 Enter 키 입력 시 토글 형태로 동작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 전

subitem이 없는 menuitem에서 Enter키를 입력하면 selected 상태의 menuitem이 mouseov

er 상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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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seover 상태로 변경 후 여러 번 Enter키를 입력해도 mouseover 상태가 유지됩니다.

변경 후

selected 상태에서 Enter키 입력 시 normal 상태로 변경합니다. 다시 한 번 Enter키 입력 시 sel

ected 상태로 변경합니다.

ex) Enter키 입력 시 동작

1. 키보드로 ‘bb’까지 이동합니다.

2. ‘bb’가 selected 상태에서 Enter키를 입력하면 normal 상태로 변경됩니다.

3. 다시 Enter키를 입력하면 selected 상태로 변경됩니다.

설명

4. Menu 컴포넌트에서 menuitem 클릭 시 혹은 menuitem클릭 후 menuitem 이동 시 'selected pseudo' 가 적

용되도록 변경했습니다.(RP.74739, 74785)

설명

변경 전

1. menuitem을 클릭하면 mouseover pseudo가 적용됩니다.

2. menuitem을 클릭하고 마우스로 menuitem 이동 시 mouseover pseudo가 적용됩니다.

변경 후

1. menuitem 클릭 시 selected pseudo를 적용합니다.

2. menuitem을 클릭하고 마우스로 menuitem 이동 시 selected pseudo가 적용됩니다.

5. Menu 컴포넌트에서 subitem이 없는 menuitem 클릭 후 subitem이 있는 menuitem에 mouseover를 하면

해당 menuitem의 subitem이 보이지 않도록 변경했습니다.(RP.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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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경 전
subitem이 없는 menuitem을 클릭하여도, popupmenu표시 유무가 토글 형태로 동작하는 것

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변경 후

subitem이 없는 menuitem을 클릭했을때에도, popupmenu표시유무가 토글형태로 동작합니

다.

ex)마우스 클릭 시 동작

1. subitem이 있는 'aa'를 클릭합니다.

2. subitem이 없는 'bb'를 클릭합니다.

3. subitem이 있는 'dd'에 mouseover를 합니다.(subitem이 나타나지 않음)

6. Menu 컴포넌트에서 menuitem 이 selected 상태에서 Form 클릭 시 selected 상태가 해제되도록 수정했습니

다.(RP.74773)

설명

변경 전

menuitem 이 selected 상태에서 Form 클릭 시 selected 상태가 유지됩니다.

변경 후

menuitem 이 selected 상태에서 Form 클릭 시 selected 상태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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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오류수정

27.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heckBox

RP 설명

73977 Checkbox 컴포넌트를 두 손가락으로 동시에 터치하면 pushed pseudo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74798 Combo 컴포넌트의 comboedit, editcontrol 속성의 color값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readonly, enable 속성값

을 변경한 후 enable 속성값을 true로 변경했을때 color값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

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속성값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변경했을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readonly: true -> enable: false -> readonly: false -> enable: true

74637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search", "filter", "filterlike"인 경우 검색된 목록을 표시하는 속도가 느려

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15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3973 Combo 컴포넌트의 combolist에서 Item 항목을 2개 이상의 터치로 동시에 여러 Item이 선택되거나 하나의 Ite

m 항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여러 Item을 선택하게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680 Combo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color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포커스를 다른 컴포넌트로 이동했을때 display

nulltextcolor 속성값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74254 Dataset 오브젝트의 getCaseMin 메소드 실행 시 결과값이 있어도 'undefined'값을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Edit

RP 설명

74642 Edit 컴포넌트의 maxlength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일본어 키패드로 숫자를 입력하고 확정버튼을 선택했을때

maxlength 속성값으로 지정된 길이를 넘지 않는 문자가 잘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815 Edit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이 "number"인 경우 입력된 숫자를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숫자가 아닌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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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시 입력된 숫자가 지워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0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3849 Edit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지정했을때 바인딩된 Dataset 업데이트가 실패하는 경우 value

속성값이 이전 Dataset 컬럼 값으로 원복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ExcelObject

RP 설명

74206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im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가져오는 파일에 수식을 처리하는 특수문자가 그

대로 표기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Download

RP 설명

74356 FileDownload 컴포넌트를 스크립트에서 동적으로 생성 한 후 download 메소드 파라미터로 로컬 경로를 지정

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Form

RP 설명

74505 Form 오브젝트의 getPrevComponent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4343 Form 오브젝트의 getNextComponent 메소드 실행 시 bStepIn 파라미터에 true값을 설정하면 스크립트 에러

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15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74316 Grid 컴포넌트의 autofittype 속성값을 "col"로 설정해도 위, 아래 여백이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4127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edititype 속성값이 "tree"인 경우 background 속성으로 지정한

이미지가 겹쳐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4317 Grid 컴포넌트의 autoselec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다른 컴포넌트에서 Grid 컴포넌트의 편집할 수 있는 Cell로

포커스를 이동했을때 바로 값을 입력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105 Grid 컴포넌트의 border 속성에 대한 mouseover 스타일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Cell 오브젝트의 컨트롤 항목이

마우스 동작에 따라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4026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width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0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보이도록 수정했을때 ex

pandimage 속성값으로 지정한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782 Grid 컴포넌트 Band 오브젝트의 selectborder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onexpandup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3608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combo"인 경우 combolist를 펼친 상태에서 방향키로 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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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동 시 2개 항목씩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503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controlborder 속성 항목 중 style 속성값을 "dotted" 또는 "dashed"로 설정한

경우 선이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3076 Grid 컴포넌트의 body 밴드 영역의 크기가 작은 상태에서 addRow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168 Grid 컴포넌트의 formatid 속성값을 지정한 상태에서 Grid 컴포넌트 로딩 시 지정된 포맷이 아닌 Default 포맷

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087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인 경우 하위 노드의 데이터가 많은 상태에서 trees

tate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변경해 하위 노드를 펼치고 접을때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202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cancolumnchange 이벤트 함수 내에서 false 값을 반환하는

경우 편집하던 Cell 오브젝트의 편집 영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611 Grid 컴포넌트의 selectscrollmode 속성값이 "scroll"일 경우 ondrag 이벤트를 설정하지 않으면 body 영역을

마우스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움직였을때 스크롤바가 움직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020 Grid 컴포넌트 Column 오브젝트의 band 속성값을 "left"로 지정한 경우 width 값에 따라 Cell 오브젝트의 선

스타일이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007 Grid 컴포넌트의 treeclosebuttonimage 속성값으로 지정된 이미지 크기가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74385 Grid 컴포넌트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마지막 Row가 겹쳐보이거나 빈 영역이 보여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IE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GroupBox

RP 설명

73238 GroupBox 컴포넌트의 border 속성값을 top, right, bottom, left 항목에 각각 적용한 경우 지정된 스타일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mageViewer

RP 설명

73912 ImageViewer 컴포넌트에 가로, 세로 크기가 큰 이미지 파일을 image 속성값으로 지정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enu

RP 설명

74475 Menu 컴포넌트에서 하위 Item이 없는 부모 Item 선택 시 popupmenu 표시 유무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74132 Form 내 Menu 컴포넌트가 2개 이상 배치된 경우 Menu 컴포넌트 Item을 선택한 후 다른 Menu 컴포넌트의 It

em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 시 이전 선택한 Menu 컴포넌트의 아이템이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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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73943 Menu 컴포넌트에서 오른쪽에 있는 Item을 선택해 popupmenu가 표시된 상태에서 키보드 왼쪽 방향키로 이

동하는 경우 하위 Item이 있는 경우 popupmenu가 표시되지 않고 하위 Item이 없는 경우 잘못된 스타일 속성

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940 Menu 컴포넌트의 popupmenu가 표시된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로 Item을 이동하는 경우 enablecolumn값

이 false인 Item의 popupmenu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868 Form 내 Menu 컴포넌트가 2개 이상 배치된 경우 Menu 컴포넌트 Item을 선택한 후 다른 Menu 컴포넌트의 It

em 선택 시 이전 선택한 Menu 컴포넌트의 스타일이 해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PopupMenu

RP 설명

73898 PopupMenu 컴포넌트의 subitem이 표시된 상태에서 컴포넌트 영역 양쪽 spin 버튼 클릭 시 subitem이 부모 i

tem영역과 분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pin

RP 설명

72331 Spin 컴포넌트의 max 속성값을 10000 보다 큰 값으로 지정하고 value 속성값을 10000 보다 큰 값으로 지정

하더라도 value값이 10000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74509 Tab 컴포넌트의 removeTabpage 메소드 실행 시 tabpages 속성의 length 값을 잘못 처리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74322 Tab 컴포넌트의 tabposition 속성값을 "bottom"으로 지정한 경우 border 영역과 탭 버튼이 겹쳐져 보이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4290 Tab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로 설정한 상태에서 tabbutton을 클릭하면 spinupbutton이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522 Tab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에서 true로 변경한 경우 spinbutton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보이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75094 Tab 컴포넌트에서 PopupDiv를 띄운 후 마우스 오버시 PopupDiv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118 Tab 컴포넌트의 insertTabpage 메소드로 Tabpage를 생성할 때 onchanged에서 e.postindex 값이 잘못 나오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278 Tab 컴포넌트의 removeTabpage 메소드 실행 시 tabbutton은 삭제되지만 Tabpage는 삭제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14.0.1.1502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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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Area

RP 설명

73378 TextArea 컴포넌트의 수직 스크롤바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스크롤바를 최하단으로 내린 후 탭키를 입력해 포커

스를 다른 컴포넌트로 이동하면 TextArea 컴포넌트의 스크롤바 위치가 초기화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ref

ox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RP 설명

74318 locale 속성값을 "de_DE"로 설정 시 레이아웃이 RTL로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901 Div, Grid 컴포넌트 vscrollbar 컨트롤의 trackbarsize 속성값 변경 시 변경된 값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73395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을 설정한 상태에서 키보드 "Insert"키를 누른 후 inputtype 속성

값에서 제한한 문자 입력 시 제한된 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IE, Edge 브라우저에서 발생

한 오류입니다).

27.4.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4847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Grid Contents Editor]에서 merge 된 영역에 다른 컬럼을 잘라서 붙여넣기를 하고 [Gri

d Contents Editor]를 닫았을때 넥사크로 스튜디오가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413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Business Service를 등록하고 서비스 목록 조회 시 input dataset에 row 데이터가 없는

경우 서비스 목록에서 Dataset 컬럼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381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서 Form 오브젝트 선택시 지원하지 않는 속성인 classname 항목이 표시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27.4.3 기타

RP 설명

74366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globalvariable 값이 누적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74799 Div 컴포넌트에 연결된 Form 오브젝트의 로딩 순서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14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398 Generate 처리 시 Form 오브젝트의 classname 속성 관련 코드가 생성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포함되지 않도

록 수정했습니다.

74399 MainFrame 오브젝트의 layered 속성값을 true로 설정했을때 투명 윈도우가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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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3465 화면에 2개 이상의 WebBrowser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url 속성값으로 넥사크로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하

는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660 nexacro.getTextSize 메소드 실행 시 nLimitWidth 파라미터를 지정한 경우 계산된 결과값 중 nx 값이 잘못 처

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27.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4769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filter 속성 설명에서 숫자형문자 범위에 대한 표기 오류를 수

정하고 editable 속성과 관련되어 잘못 설명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74577 도움말 항목 중 FileUpload 컴포넌트의 동적생성 관련 샘플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74532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updateToDataset 메소드 설명에 바인딩된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과 Dataset 오

브젝트의 값이 같을 경우 처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74518 도움말 항목 중 FileDownload 컴포넌트의 동적생성 관련 샘플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74515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httpretry 속성 항목의 지원범위를 수정했습니다.

74507 도움말 항목 중 Form 오브젝트의 getNextComponent, getPrevComponent, getFirstComponent, getLast

Component 메소드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명을 "bNoCompositeFlag" 대신 "bStepIn" 으로 수정했습니다.

73908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항목 중 "새로운 세션"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73900 도움말 항목 중 지원하지 않는 showModeless 메소드 관련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73854 도움말 항목 중 VirtualFile 오브젝트의 getFileList 메소드의 strSearchExpr 파라미터 설명을 보완하고 샘플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3382 도움말 항목 중 지원하지 않는 속성인 Form 오브젝트의 classname 속성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71185 도움말 항목 중 Popup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에서 누락되었던 bCapture 파라

미터 설명을 추가했습니다(14.0.1.900 버전부터 추가된 파라미터입니다).

71575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이벤트 함수가 누락되거나 파라미터 항목이 잘못 표기된 것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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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1502

File Version 2017,7,7,1

28.2 신규기능

1. FileUpload,FileDownload,ExcelImportObject 컴포넌트에 filter, filefilterindex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설명

대상 컴포넌트 : FileUpload,FileDownload,ExcelImportObject

* filefilter

파일을 선택할 때 FileDialog에 표시될 파일들의 형식을 지정하는 Property 입니다. '|' 를 구분자로 설명과 실제 filter의 쌍으로

하나의 filter를 지정하고, '|' 를 계속 구분자로 사용하여 여러 개의 filter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Syntax)

ExcelImportObject.set_filefilter(strFileFilter) // set

ExcelImportObject.filefilter // get

ex)

this.objTemp.set_filefilter("All(*.*)|*.*|Text File(*.txt)|*.txt|Zip File(*.zip)|*.zip|");

* filefilterindex

filefilter 속성에 filter 값을 복수개 설정한 경우, FileDialog 에 처음 표시될 filter 를 index 로 설정합니다.

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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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ownload.set_filefilterindex(nFileFilterIndex) // set

FileDownload.filefilterindex // get

ex)

this.objTemp.set_filefilterindex(1);

설명

2. Generate 시 generate 코드가 변경되고 generate된 코드에 executeIncludeScript 함수를 추가했습니다.

? 기능정의

- xjs를 include하는 내부 include 관리 로직을 개선하기 위해 변경했고 관련하여 generate 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 이 기능은 14.0.1.1100 버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Generate 시 변경되는 코드 내용은 하단의 '변경 후' 부분을 참고하세요.

? Generate 된 Form(xfdl) 코드

Form 에 'lib::A.xjs' 가 include 되어 있는 경우

1 ** 변경 전

2 ... 생략 ...

3 // User Script

4 this.addIncludeScript("main.xfdl", "lib::A.xjs");

5 this.registerScript("main.xfdl", function() {

6 //include "lib::A.xjs";

7 ... 생략 ...

8 this.loadIncludeScript("main.xfdl");

9 ... 생략 ...

1 ** 변경 후

2 ... 생략 ...

3 // User Script

4 this.addIncludeScript("main.xfdl", "lib::A.xjs");

5 this.registerScript("main.xfdl", function(exports) {

6 if (this.executeIncludeScript) { this.executeIncludeScript("lib::A.xjs", null, exports); }

//include "lib::A.xjs";

7 ... 생략 ...

8 this.loadIncludeScript("main.xfdl", true);

9 ... 생략 ...

? Generate 된 xjs 코드

xjs 파일에 'lib::A.xjs' 가 include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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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변경 전

2 ... 생략 ...

3 // User Script

4 this.addIncludeScript(path, "lib::B.xjs");

5 this.registerScript(path, function() {

6 //include "lib::B.xjs";

7 ... 생략 ...

8 this.loadIncludeScript(path);

9 ... 생략 ...

1 ** 변경 후

2 ... 생략 ...

3 // User Script

4 this.addIncludeScript(path, "lib::B.xjs");

5 this.registerScript(path, function(exports) {

6 if (this.executeIncludeScript) { this.executeIncludeScript("lib::B.xjs", null, exports); }

//include "lib::B.xjs";

7 ... 생략 ...

8 this.loadIncludeScript(path, true);

9 ... 생략 ...

28.3 변경기능

1. nexacro.Number 오브젝트의 숫자연산(nexacro.Number + Number)의 결과에 대한 형(type)이 변경되었습

니다.(RP.71629)

설명

변경 전

ex)

var iTest = new nexacro.Number(15890.77273);

iTest=iTest+1;

alert(typeof numTest); <-- String

변경 후

ex)

var iTest = new nexacro.Number(15890.77273);

iTest=iTest+1;

alert(typeof numTest); <-- Number

2. nexacro studio에서 generate시 구문 오류가 있으면 Output 창에 '[Error]'로 표시하며 해당 파일은 gene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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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실패 처리합니다.(RP.71845)

설명

변경 전

- script에 구문 오류 발생 시에 user script를 제외한 나머지 코드만 generate 수행

- Output 창에 '[Warning]' 표시

- 파일 생성

변경 후

- script에 구문 오류 발생 시에 해당 파일에 대해 generate 실패처리

- Output 창에 '[Error]' 표시

- 파일 생성되지 않음

3. nexacro studio에서 font dialog에 나오는 font 목록과 그 외 font name combo에서 font family 지정 가능

하도록 multi select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72094)

설명

변경 전

변경 후

위치)

-메뉴 > View > Toolbars > TextStyle

-Properties > Style > font > face

-Properties > Style >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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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rm에 Position Unit 초기 설정 및 관리방법을 변경했습니다.(RP.72122)

설명

변경 전

1. Position Unit 값은 New FormWizard를 통해 Form을생성하는경우 Position 스텝(Step3)

에서 설정한 Position Unit값으로 설정 파일에 저장합니다.

2. 1번과 같이 화면을 생성하지 않는 경우 default값 (Tools > Options > Form Design > Posit

ion Unit)으로 Position Unit값을 설정파일에 저장합니다.

이후 화면의 Position Unit값 변경을 위해 default값 (Tools > Options > Form Design > Posit

ion Unit)을 변경하면 2번 경우만 변경된 값을 적용받고 1번 항목은 화면 생성 시 (Step3에서

지정한 값) Position Unit 만 적용받습니다.

변경 후

화면 생성 시 초기 설정하는 Position Unit 값은 '변경 전'과 동일 합니다.

이 경우 '변경 전'의 1번 항목과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Position Unit 값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화면 별로 Position Unit 값을 관리하기 위해 Position Unit Editor 기능을 추가했습니다.(다음

이미지 참고)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Position Unit Editor'를 선택하여 Position Unit 값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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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오류수정

28.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73839 Application의 checkversion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false로 변경한 다음 화면 이동 시 이미지 파일을 찾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508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xit 메소드 실행 시 Form에 FileUpload 컴포넌트가 배치된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

생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3485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nerror 이벤트 처리 시 errormsg 속성에 담겨진 메시지 중 일부 항목이 null로 처리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런타임, Chrome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3344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로 실행한 팝업창은 키보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휠로 브라우

저 Zoom 기능이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569 Application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httpretry 속성에서 지정한 retry 기능이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IE9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Calendar

RP 설명

73437 Calendar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disabled Pseudo 속성에 대한 color 속성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color 값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272 Calendar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Dataset의 Bind Item 속성으로연결한상태에서 Calendar 컴포넌트의

DatePicker에서 선택한 값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

니다).

72869 Calendar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지정한 상태에서 calendarpopup을 펼친 상태에서 키보드 TA

B키를 입력해 다음 포커스를 이동하거나 calendarpopup을 닫고 포커스를 이동하는 경우 displaynulltext 에

지정된 값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hildFrame

RP 설명

73883 ChildFrame 오브젝트의 showModal 메소드를 실행 시 openstatus 속성값을 "maximize"로 지정한 경우 ope

nstatus 속성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3258 ChildFrame 오브젝트의 visi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arrange 메소드 실행 시 애플리케이션 동작이 멈추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2976 Form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 실행중에 ChildFrame 오브젝트의 titlebar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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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면 중간에 드래그 동작이 끊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1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Combo

RP 설명

73507 Combo 컴포넌트의 combolist가 펼쳐진 상태에서 innerdataset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추가하거나

삭제된 값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226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filter" 또는 "filterlike"인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deleteAll 메

소드 또는 clearData 메소드를 실행한 후에도 Combo 컴포넌트에 데이터가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225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filter"이고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 내 데이터가 없을때 Edit 영역에 텍

스트를 입력하고 포커스를 다른 컴포넌트로 옮겨도 입력한 텍스트가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868 Combo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지정한 상태에서 combolist를 펼쳤다가 닫은 다음 포커스를 이

동하면 displaynulltext 에 지정된 값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850 Div 컴포넌트의 자식 컴포넌트(또는 url 속성값으로 연결된 Form에 배치된 컴포넌트)로 Combo 컴포넌트가 배

치된 경우 Combo 컴포넌트의 autoskip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Item을 선택했을때 다음 컴포넌트로 포커스

가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356 Combo 컴포넌트의 dropbutton 이미지가 확대되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연결된 네트워크 속도가

낮은 경우 IE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Dataset

RP 설명

72395 Dataset 오브젝트의 getMax, getMin 메소드 실행 시 파라미터로 지정한 컬럼의 첫 번째 Row 값이 빈 값인 경

우 메소드 실행 결과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73452 Grid 컴포넌트의 enableredraw 속성값을 true로 변경했을때 스타일 관련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14,0,1,1301 버전 이후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73384 Grid 컴포넌트의 formatid 속성값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컬럼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에러가 발생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382 Grid 컴포넌트의 Cell 높이가 Grid 컴포넌트보다 큰 경우 일부 Row 값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708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date"인 경우 Datepicker가 열린 상태에서 방향키로 선택

된 날짜를 변경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412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row",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이고 Cell 오브젝트의 wordw

rap 속성값이 "char"인 경우 autoenter 기능이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398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col"이고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인 경우 트

리 항목 노드를 접거나 펼칠때 selectborder 속성값이 제대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017-07-07 (6월 정기버전) | 249

73321 Grid 컴포넌트의 enableredraw 속성값이 false인 경우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addRow 메소드실행후

rowposition 속성값 지정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320 Grid 컴포넌트에서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Cell 오브젝트에 일본어 입력 후 키보드 F7 키를 입력해 전각 가타

카나를 강제로 변환하는 경우 onchar 이벤트 정보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에서 발생한 오류입

니다).

72883 Grid 컴포넌트의 setFixedRow 메소드 실행 후 insertRow 메소드를 실행하면 스크롤바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14.0.1.9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839 Grid 컴포넌트에 GlobalVariables에 추가된 Dataset을 바인딩한 경우 컴포넌트 로딩 시 Cell 오브젝트의 selec

tbackground 속성값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838 Grid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mouseover Pseudo에 설정한 값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IE, Edge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497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wordwrap 속성값이 "word"인 경우 setcellproperty 메소드를 실행하거나 ex

pr 수식을 사용해 edittype 속성값을 "textarea"로 변경했을때 wordwrap 속성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RP 설명

ListBox

RP 설명

74075 ListBox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filter 메소드 실행 결과가 ListBox 컴포넌트에 반영되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809 ListBox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데이터를 동적으로 추가한 경우 ListBox 컴포넌트에 표시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1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Menu

RP 설명

72344 Form 화면 영역보다 배치된 Menu 컴포넌트의 크기가 큰 경우 화면에서 왼쪽에 위치한 메뉴 아이템 일부가 가

려진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해 하위 메뉴를 열었을때 popupmenu가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015 CSS 파일 내에서 Menu 컴포넌트의 font 속성을 지정하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Radio

RP 설명

73772 Radio 컴포넌트에서 키보드 스페이스키로 아이템 선택 시 onitemchanged, canitemchange 이벤트가 발생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50 | 제품제약사항, 릴리스 노트

Spin

RP 설명

73438 Spin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disabled Pseudo 속성에 대한 color 속성값을 지정하지 않으

면 잘못된 color 값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73470 Tab 컴포넌트의 moveTabpage 메소드 실행 후 tabpage 내부페이지가 뒤바뀌면서 tabpage 이동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447 Tab 컴포넌트의 insertTabpage 메소드 실행 후 TabPage 상태가 변경됐지만 on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445 Tab 컴포넌트에서 선택한 Tabpage가 아닌 다른 Tabpage를 removeTabpage 메소드로 삭제했을때 onchang

ed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388 Tab 컴포넌트의 focused Pseudo 값을 지정한 경우 border 속성값이 제대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73354 Tab 컴포넌트의 첫 번째 Tabpage 오브젝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키보드 CTRL+TAB키 입력 시 on

keydown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3296 Tab 컴포넌트의 tabbutton 영역과 spinbutton 영역이 겹쳐있는 경우 spinbutton 클릭 시 tabbutton이 사라

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911 Tab 컴포넌트의 spinbutton이 보이는 상태에서 실행창 크기를 최대화했다가 원래 크기로 변경했을때 spinbutt

on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910 Tab 컴포넌트의 tabposition 속성값이 "left" 또는 "right"인 경우 spinbutton 클릭 후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

를 이동했을때 tabbutton 표시 위치가 초기화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408 Tab 컴포넌트에서 removeTabpage 메소드 실행 시 onclose 이벤트가 두 번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ray

RP 설명

48644 Tray 오브젝트의 icon 속성값을 prefixid로 지정한 경우 이미지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

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RP 설명

73627 이벤트가 발생한 컴포넌트가 삭제된 경우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

생한 오류입니다).

73483 부모 Form의 Dataset 오브젝트를 자식 Form 내 컴포넌트에서 바인딩해 사용하는 경우 로딩 과정에서 컴포넌

트 내부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못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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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79 ChildFrame 오브젝트의 showModal 메소드 또는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로 열려진 창에서 Gri

d 컴포넌트의 onkillfocus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319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중 키보드 ESC 키를 입력해 onerror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벤트 함수 내에서 t

rue값을 반환해 transaction 메소드 실행을 계속하면 waitcursor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217 Edit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의 maxlength 속성값이 지정된 경우 클립보드에 임의의 텍스트를 복사한 상태에

서 텍스트 영역을 더블 터치한 후에 "전체선택" 항목을 선택한 다음 붙여넣기를 시도하면 클립보드에 복사된 데

이터 일부만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3062 BindItem 오브젝트의 datasetid 속성값을 수정했을때 연결된 Dataset 오브젝트가 바뀌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72905 border 속성을 지정한 컴포넌트 위로 다른 컴포넌트를 드래그해서 왼쪽 상단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cilentX,

cilentY 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879 Edit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에 입력된 텍스트를 복사해 다른 컴포넌트의 Edit 영역에서 컨텍스트 메뉴 항목 중

"붙여넣기"를 사용해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 canchange, on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HTML5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871 컴포넌트의 Edit 영역에서 컨텍스트 메뉴 항목 중 "삭제하기"를 사용해 텍스트를 삭제하는 경우 canchange, o

n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424 컴포넌트의 ondragmove 이벤트 처리 시 좌표값을 잘못 처리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155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중 통신 시도가 retry 된 후 정상 응답 코드를 받았지만 통신 종료가 되지 않은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28.4.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3227 넥사크로 스튜디오 Grid Contents Editor에서 Style 관련 속성값을 수정했을 때 다른 속성값이 사라지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72419 System 오브젝트의 print 메소드 실행 시 Div 컴포넌트가 겹쳐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

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143 넥사크로 스튜디오 메뉴[Tools > Options] 실행 후 표시되는 [Environment > Project Explorer] 항목에 표시

된 문구의 표시 위치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28.4.3 기타

RP 설명

73396 웹서버 compression 설정값을 "on"으로 변경한 경우 transaction 메소드 호출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아파치 톰캣 서버를 사용하고 런타임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4366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GlobalVariables 값이 누적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1301 이후 버전에

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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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3260 도움말 항목 중 transaction 메소드 항목에 HTML5 환경에서 동기 모드 통신 시 httptimeout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71858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currentstyle 속성값 설명에 onload 이벤트 처리 시 currentstyle 속성값에 대한 설

명을 추가했습니다.

71569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ondragmove 이벤트 항목에 여러 개의 ondrag 이벤트 지정 시 제약사항에 대한 설

명을 추가했습니다.

48641 도움말 항목 중 Tray 오브젝트의 init 메소드와 Application 오브젝트의 addTray 메소드 설명에 init 메소드 실

행 조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46258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autofittype 속성에 대한 설명에서 지원하지 않는 autofitminwidth, autofit

minheight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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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1401

File Version 2017,6,9,1

29.2 신규기능

1. nexacrostudio 의 Find in files 검색 기능 수행 중, 중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47295)

설명

nexacrostudio 의 'Find in files' 검색 기능 수행 중, 중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화면 예1_Find All 버튼을 클릭한 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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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예2_Stop 버튼을 클릭한 후 상태]

설명

29.3 변경기능

1. Generate Path 옵션을 Project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 변경했습니다.(RP.73313)

설명

변경 전

Project와 상관없이 Generate Path를 하나만 사용합니다.

Generate Path 옵션을 Project 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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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This option must be set for each project. 문구 추가됨)

- nexacrostudio 가 설치된 폴더의 ProjectEnvironment 폴더에 프로젝트 별 환경 파일의 'out

putpath' 속성에 경로가 저장됩니다.

- 프로젝트 환경파일에 'outputpath' 속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nexacro_configure.xml에서 o

utputpath 값을 가지고 옵니다.

설명

2. Combo 컴포넌트의 일부 스타일(CSS) 적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RP.72792)

설명

변경 전 ComboEdit의 일반 스타일은 pseudo:readonly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변경 후

ComboEdit의 pseudo:readonly 로 정의 된 스타일은 Combo가 readonly의 경우에만 적용됩

니다.

일반 스타일은 normal pseudo에서 정의된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29.4 오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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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72701 Application 오브젝트의 checkversion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한 경우 설정값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72273 Application 오브젝트의 setVariable 메소드를 실행해 값을 설정하는 경우 all 속성으로 접근했을때 설정된 값

을 확인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157 Application 오브젝트의 httptimeout 속성에 지정된 값과 다르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Calendar

RP 설명

72778 Calendar 컴포넌트의 updateToDataset 메소드 실행 결과값이 false로만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72819 Combo 컴포넌트의 autoselect 속성값이 true이고 search 속성값이 "combo"인 경우 combolist가 펼쳐졌다

가 바로 접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IFRAME 내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한 경우 발생한 오류

입니다. 14.0.1.1105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890 Combo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변경하는 방식(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설정 또는 동적으로 스크립트에서

설정)에 따라 css 스타일 적용 순서가 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71295 Div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url 속성값을 Div 컴포넌트를 가지는 Form으로 지정하는 경우 Div 컴포넌트

에 연결된 속성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01.Div02.name 처럼 접근하는 경우 해당 속성

에 접근하지 못하는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72761 Edit 컴포넌트의 onkeydown 이벤트 함수 내에서 Edit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을 설정하는 경우 onchar 이벤

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1105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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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71 Edit 컴포넌트에서 Backspace 키를 사용하는 경우 2글자씩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임베디드 환

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Form

RP 설명

46176 Form 오브젝트의 setZoom 메소드를 실행해 화면이 확대되면서 스크롤바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컨텍스트 메뉴

에서 [Reload]를 선택해 화면이 초기화했을때 스크롤바가 사라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136 Form 오브젝트의 stepcount 속성값을 지정해 Step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stepindex가 변경되는 중에 화

면을 터치하면 동작이 멈추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72986 동적으로 생성한 Dataset 오브젝트를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했을때 Row 클릭 시 항목 선택이 되지 않고 두 번

클릭해야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78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combo"인 경우 combolist를 펼친 상태에서 아이템을 선

택한 후 터치 동작으로 combolist를 닫고 다른 combolist를 펼쳤을 때 이전에 선택한 항목의 스타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635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date"인 경우 DataPicker에서 날짜를 선택하고 엔터키를

입력하는 경우 선택한 날짜가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317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updateSortGroup 메소드 실행 시 스크롤 위치가 잘못 처리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Grid 컴포넌트의 수직, 수평 스크롤바가 활성화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72056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suppressalign 속성값이 "first,over"일때 첫번째 Row 값은 텍스트이고 두번째

Row 값은 image인 경우 첫번째 Row 값 수정 시 두번째 Row에 설정된 image 잔상이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72055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suppressalign 속성값이 "first,over"일때 첫번째 Row 값은 텍스트이고 두번째

Row 값은 image인 경우 Grid 컴포넌트의 수직 스크롤바 이동 시 두번째 Row에 설정된 image 잔상이 나타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577 Grid 컴포넌트의 포맷이 동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포맷을 getCurFormatString 메소드에서 가져오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931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의 onrowpos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transaction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을 "select"로 지정하고 방향키를 사용해 Row 변경 시 입력모드로 변

경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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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RP 설명

73444 Menu 컴포넌트의 enablecolumn 속성값으로 지정된 컬럼값이 false인 경우 해당 메뉴로 이동 시 selected Ps

eudo가 중복되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184 Menu 컴포넌트에서 Item을 클릭해 PopupMenu창이 열린 다음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해 subItem이 없는 Ite

m 항목을 지나 subItem을 가지는 Item 항목으로 이동했을때 PopupMenu창이 열리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71554 Menu 컴포넌트의 subitem이 표시된 상태에서 키보드 Enter 키를 입력하면 첫 번째 Menu Item으로 포커스가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347 Menu 컴포넌트의 enablecolumn 속성값으로 지정된 컬럼값이 false인 경우 해당 메뉴로 키보드로 이동했을때

항목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opupMenu

RP 설명

72854 PopupMenu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true로 설정한 후 스크립트에서 enable 속

성값을 false로 변경하면 변경된 속성값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473 PopupMenu 컴포넌트의 expandimage 스타일 속성이 pseudo 상태에 따라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360 PopupMenu 컴포넌트의 spin 버튼 클릭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

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565 PopupMenu 컴포넌트에 마우스 오버 상태에서 방향키를 사용해 메뉴를 움직이는 경우 마우스 오버 스타일 잔

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tatic

RP 설명

72958 Static 컴포넌트의 usedecorate 속성값이 true 설정 시 "</"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문자열이 사라

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Tab

RP 설명

73549 Tab 컴포넌트에서 키보드 Tab 키를 눌렀을 때 onkeydown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392 Tab 컴포넌트에서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해 tabpage를 이동한 후 키보드 Tab 키 입력 시 tabpage가 아니라 웹

브라우저 메뉴나 URL창으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796 Tab 컴포넌트에서 tabpage 변경 시 onsetFocus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966 Tab 컴포넌트의 크기가 늘어났을 때 늘어난 공간에 tabbutton이 재배치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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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RP 설명

73261 Edit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입력 시 onchanged 시점에 value 값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버전이 10.3.1이고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3243 컴포넌트의 setFocus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이전 포커스를 가졌던 컴포넌트의 pseudo 상태가 바뀌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키를 입력해 컴포넌트의 포커스를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72773 FrameSet에 추가한 ChildFrame 오브젝트의 setFocus 메소드 실행 시 onactivate 이벤트가 두 번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2266 Edit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에 입력된 텍스트를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하는 경우 다른 Edit 영역을 가지는 컴포

넌트의 텍스트까지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0.1.9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587 Edit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에 Tab키값이 포함된 문자열을 선택하는 경우 문자열이 밀려 표시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14.0.0.1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082 컴포넌트의 align 속성값을 "center middle"로 설정한 후 letterspace 속성값을 지정하는 경우 좌우 여백이 다

르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018 trackPopupByComponent, trackPopup 메소드를 실행해 팝업창을 띄우는 경우 Y좌표가 맞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실행한 애플리케이션 화면 크기를 강제로 줄여 수직 스크롤바가 활성화된 경우에 발생한 오류입니

다).

71008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setCaretPos 메소드 실행 시 파라미터값을 -1로 지정하는 경우 포커스는 이동하지

만 지정된 캐럿 인덱스로 스크롤이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835 컴포넌트의 mouseover, focused Pseudo가 설정된 경우 컴포넌트를 손가락으로 터치했을때 mouseover Pse

udo가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태블릿에서 Chrome, Firefox, Safari, Runtime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605 키보드 Tab키를 입력해 ListBox, Radio, Tab 컴포넌트로 포커스가 이동하는 경우 onkeydown, onkeyup 이벤

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9.4.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3031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추가된 Layout의 컴포넌트 스타일 속성값을 변경한 후 generate 처리 과정에서 변경된

값이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85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Tab 컴포넌트의 usecontrolkey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했을 때 설정된 값이 적용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223 넥사크로 스튜디오 Project Explorer에서 [Form > Objects > Dataset] 항목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Copy Full

Path" 또는 "Open Containing Folder" 메뉴 선택 시 넥사크로 스튜디오가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7261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메뉴[View > Toolbox] 항목을 선택해 Toolbox를 실행하고 컴포넌트를 선택한 후 배치

한 후에 "Select" 상태로 초기화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51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퀵뷰로 Form을 실행하는 경우 ADL 파일에 스크립트로 include 처리한 xjs 파일이 적용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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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여러 개의 Form을 열어놓고 수정한 상태에서 단축키(Ctrl+S)를 사용해 연속적으로 여

러 개의 Form을 저장하는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가 비정상 종료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191 넥사크로 스튜디오 메뉴[Tools > Options] 실행 창에서 [Environment > Startup]에 잘못 노출된 "Load busin

ess service layout information on Startup"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70896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서 지원하지 않는 TextArea 컴포넌트의 selectscrollmode 속성이 노출되고 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451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Div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생성한 사용자 컴포넌트 내에 Div 컴포넌트를 배치하는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가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3670 default 테마 적용 시 컴포넌트의 일부 Pseudo 속성이 적용되지 않아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default.xtheme 파

일을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29.4.3 기타

RP 설명

73140 Edit 컴포넌트에 값을 입력하기 위해 키패드가 올라온 상태에서 showModal 메소드를 실행해 팝업창을 호출한

경우 키패드가 내려갔을 때 키패드 영역만큼 화면 갱신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HTML5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915 Tab 컴포넌트의 tabpage를 이동한 다음 system.print 메소드로 화면을 출력하는 경우 Tab 컴포넌트가 표시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9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326 사용자 PC에 설정된 일부 언어에 대한 지원 누락으로 애플리케이션 실행 중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875 애플리케이션 실행 후 화면 크기를 줄이는 경우 PopupMenu의 상단 spin 버튼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253 CSS에서 VScrollBarControl 선택자의 decbtnsize, incbtnsize 값을 0으로 설정한 경우 수직 스크롤바가 잘못

된 방향으로움직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3897 MainFrame 오브젝트 창을 마우스 드래그 동작으로 화면에 꽉 차게 크기를 변경한 상태에서 작업표시줄 아이콘

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0.1.11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런타임 버전에서 발생

한 오류입니다).

29.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3591 도움말 항목 중에서 컴포넌트의 Gradation 오브젝트의 스타일 속성 설명에서 지원하지 않는 속성에 대한 설명

을 삭제했습니다.

73514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getStyleValue 메소드 설명에 Pseudo 값 문자열 취득에 대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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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95 도움말 항목 중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userawnumbervalue 속성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73237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gradation 속성과 관련해 잘못 표기된 코드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73023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Form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에 대한 설명 중 잘못 표기된 코드를 수정했

습니다.

72934 도움말 항목에서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설명에 strOpenStyle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보완했

습니다.

72645 도움말 항목 중 onkeydown, onkeyup 이벤트를 가지는 컴포넌트의 Basic Action, Default Action 설명 중 잘

못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72509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의 saveXML 메소드에 대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71612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fillareatype 속성값 Remark 항목에 데이터가 없는 영역 셀에서 취득되는 값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71174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item 관련 속성 항목이 일부 누락된 것을 보완했습니다.

71070 도움말 항목에 표기된 설명 중 지원하지 않는 showModeless 메소드가 잘못 표기된 내용을 삭제하고 open 메

소드로 수정했습니다.

70739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trace 메소드 설명에 메소드 사용 시 웹브라우저에 따라 출력할 수 있는

문자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45094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getCaretPos 메소드 설명에 컴포넌트의 readonly 속성값이 true인 경우 반환값에

대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71992 도움말 항목 중 ChildFrame 오브젝트의 showModal 메소드 파라미터 설명 중 objOpener 항목의 default 값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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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1301

File Version 2017,5,17,1

30.2 신규기능

1. 파일 다이얼로그를 사용하는 컴포넌트에 신규 속성(filedialogpath,openedpath)을 추가했습니다.(RP.72347

)

설명

대상 컴포넌트 : ExcelExportObject ,ExcelImportObject, FileDownload, FileUpload

* filedialogpath

FileDialog 창이 뜰 때 초기경로를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설정하지 않거나 공백문자를 설정할 경우 내문서 혹은 마지막 경로로 FileDialog가 열립니다.

Syntax)

ExcelExportObject.set_filedialogpath(sPath) // set

ExcelExportObject.filedialogpath // get

* openedpath

FileDialog 창이 닫혔을 때의 경로를 알려주는 속성입니다.

띄워진 FileDialog창이 취소되지 않고 닫혔을 경우에만 경로값이 올바르게 설정됩니다.

(Readonly 속성입니다.)

Syntax)



2017-05-17 (4월 정기버전) | 263

ExcelExportObject.openedpath

설명

2.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에 'userawnumbervalue' 속성을 추가했습니다.(RP.71327)

설명

userawnumbervalue 속성은 엑셀파일의 데이터의 원본값과 표시값을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입니다.

Syntax)

ExcelImportObject.set_userawnumbervalue() // set

ExcelImportObject.userawnumbervalue // get

Default)

true

30.3 변경기능

1. HTML5 환경에서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의 strOpenStyle 인자에서 location속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P.71368)

설명

변경 전 IE11 에서 새창을 open시 URL주소창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변경 후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의 strOpenStyle 인자에서 location 속성값(true/false)

의 사용으로 URL주소창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30.4 오류수정

30.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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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RP 설명

72486 IE 브라우저에임베디드형식으로실행하는애플리케이션에서 ESC키를눌렀을때발생하는 onerror 이벤트에서

true값을 반환해도 동작이 중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076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로 띄운 창에서 autozoom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

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075 Applicait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를 실행해 띄운 창에서 핀치줌(pinch zoom) 동작 시 Form 크기가 작아

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iOS 운영체제에서 HTML5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006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nerror 이벤트에서 ErrorEventInfo 오브젝트의 errormsg 속성값 출력 시 callstack

정보가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Chrome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946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후 callback 함수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n

error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72197 Combo 컴포넌트에서 comboedit 영역을 클릭했을때 onedit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72181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filter"일 경우 onchar 이벤트 함수 내에서 index 속성값을 수정하면 value

값이 잘못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915 Combo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편집 영역의 텍스트가 흐리게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Div

RP 설명

71514 Div 컴포넌트에 Grid 컴포넌트를 배치해 Div 컴포넌트의 수직 스크롤바가 활성화된 경우 Grid 컴포넌트 Cell 오

브젝트의 Edit 영역에 웹브라우저 컨텍스트 메뉴의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해 값을 입력하면 Div 컴포넌트의 수

직 스크롤바 위치가 임의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72020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웹브라우저 주소입력창으로 포커스를 옮겼다가 다른 Edit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옮기면 첫 번째 Edit 컴포넌트가 입력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7 운영체제

IE11 환경에서 임베디드 형태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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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Object

RP 설명

72464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im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가져오는 파일 확장자가 대문자인 경우 처리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160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importfilemode 속성값이 'server'일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Upload, FileDownload

RP 설명

72088 FildUpload, FileDownload 컴포넌트에서 request 값에 JSESSIONID 값이 추가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Grid

RP 설명

72677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한 Dataset 오브젝트의 ColumnInfo 정보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Form 오브젝트의 tra

nsaction 메소드 호출 후 조회된 데이터 결과값이 적용된 Grid 컴포넌트의 ROW 클릭 시 두번 클릭해야 선택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470 Grid 컴포넌트 Band 오브젝트의 selectborder 속성을 지정한 경우 바인딩된 Dataset의 데이터가 갱신되었을

때 CheckBox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233 CSS에서 selectborder 속성을 설정한 후 Grid 컴포넌트에 적용한 경우 edittype 속성값이 "checkbox"인 Cell

오브젝트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146 Grid 컴포넌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을 "decoratetext"로 지정한 후 입력한 텍스트에 닫는 태그가 없는 경우 화

면이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닫는 태그가 없는 경우 런타임과 HTML5 환경에서 보여지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72037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이고 autosizingtype 속성값이 'col'인 경우 ROW

를 접었다 펼쳤을때 Column 크기가 조정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807 Grid 컴포넌트의 특정 ROW를 선택한 후 스크롤바를 이동해 선택한 ROW가 보이지 않는 경우 setCellPos 메소

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625 transaction 메소드 호출 후 Grid 컴포넌트의 cell 텍스트 편집 시 캐럿 위치가 클릭한 지점에서 맨 앞으로 이동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077 Grid 컴포넌트의 readonly 속성값이 true인 경우 onexpandup/onexpanddown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007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rowposition을 이동한 후 스크롤바를 움직여서 Cell을 선택했

을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956 Grid 컴포넌트의 head 영역을 더블클릭하거나 클릭했을때 column index 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71920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row"일때 머지(merge)된 Cell 크기가 변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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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30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col"인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스

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452 Grid 컴포넌트의 Cell을 머지(merge)하면서 subcell 속성이 남아있는 경우 같은 ROW의 Cell이 편집 상태가 되

면서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ListBox

RP 설명

72616 ListBox 컴포넌트와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데이터를 동적으로 추가해서 ListBox 컴포넌트의 수직 스크

롤바가 활성화되는 경우 수직 스크롤바의 크기가 ListBox 컴포넌트보다 작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enu

RP 설명

72090 Div 컴포넌트 내 Menu 컴포넌트를 배치한 경우 PopupMenu를 열고 나서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adio

RP 설명

71839 Radio 컴포넌트의 mouseover 스타일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71980 Tab 컴포넌트의 on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showModal 메소드를 실행해 창을 띄우고 닫았을때 Tab 컴

포넌트 버튼의 포커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499 Tab 컴포넌트의 removeTabpage 메소드 실행 시 on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385 Tab 컴포넌트에서 moveTabpage 메소드 실행 시 변경된 탭페이지 순서에 해당하는 name 값이 반영되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325 Tab 컴포넌트 tabpage 오브젝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한 후 다시 true로 지정했을 때 mouseover

pseudo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190 Tab 컴포넌트의 spinupbutton, spindownbutton 클릭 후 탭키를 사용해 포커스를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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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rowser

RP 설명

72216 Form 오브젝트의 setZoom 메소드 실행 시 WebBrowser 컴포넌트에 표시되는 내부 화면이 깨져보이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RP 설명

72702 System 오브젝트의 print 메소드를 사용해 화면을 출력하는 경우 Div 컴포넌트의 background 속성값을 반영

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687 Edit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컨텍스트 메뉴를 띄운 후 붙여넣기 기능을 선택해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 caret은 이동하지만 포커스는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발

생한 오류입니다).

72348 showModal 메소드로 띄운 창에서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를 주었을때 키패드가 올라오면서 화면이 왼쪽으로

밀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637 컴포넌트의 setFocus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이전 포커스를 가졌던 컴포넌트의 pseudo 상태가 바뀌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1353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bAsync 파라미터에 따라 Form 내에서 설정한 변수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0.4.2 디바이스 API

RP 설명

71994 Geolocation 관련 권한이 없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6.0 이상 단

말기에서 권한을 체크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수정했습니다).

30.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2760 XFDL 파일 내 잘못된 태그 형식이 사용된 경우 넥사크로스튜디오에서 파일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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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 기타

RP 설명

72629 IE 브라우저에 임베디드 형식으로 실행하는 중에 PC에서 실행된 다른 프로세스에서 넥사크로플랫폼의 DLL 파

일을 사용하는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801 레지스트리를 수정해 "내 문서" 경로를 변경한 경우 System 오브젝트의 convertRealPath 메소드 실행 시 비정

상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683 펜을 사용해 화면을 터치한 상태에서 움직였을때 mousemove가 아닌 스크롤로 인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태블릿에서 IE, Edg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682 손가락 터치로 화면 스크롤을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태블릿 기기에서 Edg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30.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2678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gradation 속성에 대한 HTML5 Remark 설명에 잘못 표기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72615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에 대한 설명 중 'undefined'값에 대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71976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onkeydown 이벤트 항목 설명에서 윈도우 모바일 관련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71386 도움말 항목 중 style, currentstyle 속성값 설명에 포함된 style 오브젝트의 속성 목록에서 사용하지 않는 transf

ormation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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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1200

File Version 2017,3,28,1

31.2 신규기능

1. Android Runtime에서 업데이트 내용이 있을 경우 'alert'창을 띄울수 있도록 했습니다.(RP.71768)

설명

방법1) 부트스트랩 URL 을 설정하는 부분에 다음의 코드를 추가

NexacroResourceManager.createInstance(this);

NexacroResourceManager.getInstance().getConfig().getUpdatorConfig().setCancelable(false);

Default) true

방법2) nexacro_config.xml 의 설정 변경

<?xml version="1.0" encoding="UTF-8"?>

<nexacro-config>

<updator cancelable="false"/>

</nexacro-config>

2. Android Runtime에서 업데이트 후 앱이 종료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RP.717

54)

설명

방법1) 부트스트랩 URL 을 설정하는 부분에 다음의 코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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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acroResourceManager.createInstance(this);

NexacroResourceManager.getInstance().getConfig().getUpdatorConfig().setRestart(false);

Default) false

방법2) nexacro_config.xml 의 설정 변경

<?xml version="1.0" encoding="UTF-8"?>

<nexacro-config>

<updator restart="false"/>

</nexacro-config>

설명

3. Android Runtime에서 XPush의 미수신 메시지 요청을 옵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P.71608)

설명

방법1) 부트스트랩 URL 을 설정하는 부분에 다음의 코드를 추가

NexacroResourceManager.getInstance().getConfig().getPushServerConfig().setRequestMissingMessage(false);

Default) true

방법2) nexacro_config.xml 의 설정 변경

<?xml version="1.0" encoding="UTF-8"?>

<nexacro-config>

<xpush-server request-missing-message="false" />

</nexacro-config>

4. 비동기 통신일 때 transaction 호출 후 응답이 오기 전 동일 id로 transaction 시도 시 에러메시지가 발생하도록

했습니다.(RP.71577)

설명

* 메시지 내용

- '처리중인 동일한 서비스 아이디가 있습니다. 서비스 아이디 [SvcID]'

5. XPush 오브젝트에 아래와 같은 메소드들을 추가했습니다.(RP.71304, 71305)

설명

* registerTopicWithUserID

사용자 ID 정보를 이용하여 Topic정보를 X-PUSH에 등록

* unregisterTopicWithUserID

사용자 ID 정보를 이용하여 Topic정보를 X-PUSH에서 삭제

* requestMessageCountWithUserID

사용자 ID 정보를 이용하여 신뢰성 메시지에 대한 미수신 메시지 갯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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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가 지정한 파일은 Deploy나 Compress 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P.71160)

설명

Deploy 또는 Compress 작업 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코드나 이미 Compress 처리한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회피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을 Deploy 또는 Compress 작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1. Options 창에 추가한 Compress 페이지에서 제외 항목들을 선택합니다.

2. 등록한 항목들이 Deploy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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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한 파일은 프로젝트 경로에 ‘.ignorecompress’ 파일로 저장됩니다.

● nexacrocompressor.exe 의 Argument 를 추가했습니다.

- Compress 하지 않고 처리되어야 하는 목록이 저장된 .ignorecompress 파일 경로를 지정합니다. (주의 : -P를 사용할 경우에

만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Syntax) -Ignorecompress <.ignorecompress>

- Argument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령창에 nexacrocompressor.exe 의 '-h' 옵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C:\Program Files (x86)\nexacro\14\nexacrocompressor.exe -h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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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변경기능

1. nexacro studio의 Build>Deploy 메뉴에 Deploy옵션들에서 'Shrink JS file' 선택옵션의 설명 문구를 변경했습

니다.(RP.71380)

설명

변경 전

- Shrink JS file

- Ignore eval function of JS file (not recommend)

변경 후

- Shrink JS file -> Code Obfuscation

- Ignore eval function of JS file (not recommend) -> Obfuscate JS file regardless of eval

function (not recommend)

- ‘eval 구문을 포함한 함수는 난독화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라는 설명문 추가

A function will not be obfuscated if it contains an eval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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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1.4 오류수정

31.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72148 ADL 스크립트에 XJS 파일을 include 했을때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133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팝업창에 실행되는 Form에 include 구문이 있는 경우 팝업창이

뜨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026 Appication 오브젝트의 setPrivateProfile 메소드로 저장된 값이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에서 디바이스 스토리지 공간이 부족할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71840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를 실행한 팝업창에 autozoom 설정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HTML5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797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로 실행한 팝업창의 Form에서 confirm 메소드 실행 후 ExcelExportObj

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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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

RP 설명

71829 Calendar 컴포넌트의 disabled 스타일이 지정된 값보다 흐리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419 Calendar 컴포넌트의 editformat 속성값에서 월 또는 일 표시를 한자리(M 또는 d)로 설정한 경우 입력되지 말

아야 하는 값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heckBox

RP 설명

71256 CheckBox 컴포넌트의 hotkey 속성값을 지정하고 해당키값 입력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Combo

RP 설명

72309 Combo 컴포넌트의 combolist를 펼친 상태에서 수직 스크롤바가 활성되는 경우 combolist를 닫고 comboedi

t 영역에서 마우스 스크롤 기능을 사용해 가장 마지막 데이터로 이동한 다음 combolist를 펼치면 해당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844 다른 컴포넌트에서 Tab 키를 사용해 Combo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했을 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819 Combo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combolist를 열었다가 닫았을때 displaynulltext 속

성으로 지정한 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71335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Column type 값이 "BIGDECIMAL"인 경우 해당 컬럼에 0을

입력하면 값이 변경되었음에도 getRowType 메소드 실행 시 4(Dataset.ROWTYPE_UPDATE)가 아닌 1(Data

set.ROWTYPE_NORMAL)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71740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으로 지정한 Form의 onload 이벤트 스크립트 내에서 변경한 Dataset 오브젝트의 row

position 값이 초기화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548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을 지정해 연결된 Form 오브젝트의 onload 이벤트 처리 시 Div 컴포넌트의 style 속

성값이 초기화된 것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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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RP 설명

71588 Edit 컴포넌트의 lengthunit 속성값이 "utf8" 또는 "ascii"인 경우 한국어 텍스트를 빠르게 입력 시 maxlength

설정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7 운영체제에서 IE11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861 Edit 컴포넌트의 autoselec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포커스가 옮겨져도 select 상태가 해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IE11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928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Edit 컴포넌트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컨텍스트 메

뉴를 띄우고 닫았을때 포커스는 이동하지 않고 캐럿만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celObject

RP 설명

71661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filename 속성값에 "#"이 포함된 경우 ex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파

일을 내려받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674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importData 메소드 실행 후 onsuccess 이벤트 스크립트에서 destroy 메소드

실행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orm

RP 설명

71688 Form 오브젝트의 수직 스크롤바 이동 시 TextArea 컴포넌트의 텍스트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873 Form 오브젝트에서 PopupMenu 컴포넌트를 띄운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 동작 시 Form 오브젝트의 스크롤

바가 움직이는 오류를 수정햇습니다.

71024 Form 오브젝트의 onload 이벤트에서 getOffset 메소드 실행 시 border 속성값이 무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Grid

RP 설명

71942 Grid 컴포넌트의 getTreeChildRow 메소드 실행 시 자식 행 인덱스를 잘못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891 Grid 컴포넌트의 head 셀을 병합한 상태에서 setCellProperty 메소드를 실행해 body 셀 속성을 수정하면 hea

d 셀 병합이 풀린 것처럼 보여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627 Grid 컴포넌트에서 플링(fling)을 사용해 수직 스크롤바를 이동하는 경우 중간에 스크롤이 멈춰버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HTML5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591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xpandimage 속성값을 설정하고 스크롤바를 이동하는 경우 잔상이 생기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1578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textarea"인 경우 해당 셀에 포커스가 주어졌을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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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1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이 'area'인 겨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rowposition이 변경될 때

Grid 컴포넌트의 select 상태가 변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193 Grid 컴포넌트의 setFixedRow 메소드를 사용해 특정 ROW를 틀고정한 후 고정된 ROW를 삭제했을때 틀고정

이 해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ImageViewer

RP 설명

71510 ImageViewer 컴포넌트의 Image 속성값에 지정된 이미지 파일명에 파라미터가 붙어 있는 경우 이미지 파일을

처리하는 서비스의 cachelevel 속성값이 "none"인 경우에도 메모리가 증가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skEdit

RP 설명

71015 MaskEdit 컴포넌트의 limitbymask 속성값이 "decimal"이고 mask 속성값이 "#"이고 Dataset 오브젝트가 바

인딩된 경우 소수부 숫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955 MaskEdit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ColumnType이 "float"인 경우 ".01" 입력 시 MaskEdit

컴포넌트와 Dataset 오브젝트가 다르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enu

RP 설명

71626 Menu 컴포넌트에서 텍스트가 표시된 영역 바깥쪽 영역(EdgeImageElement)을 클릭했을때 키 이벤트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460 Menu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서 false로 지정한 후 실행 시 스크립트에서 en

able 속성값을 true로 수정하는 경우 실제 동작에 반영되지 못하고 enable 속성값이 false처럼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ray

RP 설명

47350 Tray 오브젝트에 팝업 메뉴를 추가했을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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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rowser

RP 설명

72004 WebBrowser 컴포넌트의 수직 스크롤바를 움직이려 할때 Form 오브젝트의 수직 스크롤바가 움직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821 WebBrowser 컴포넌트에 표시된 컨텐츠가 인쇄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에서 발생한 오류입

니다).

기타

RP 설명

70358 컴포넌트의 rtldirection 속성값을 "rtl"로 설정한 상태에서 TextArea, Grid 컴포넌트의 수평 스크롤바가 정상적

으로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IE8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482 scrollbars 속성값을 가지는 컴포넌트 위로 ondragmove 이벤트 발생 시 clientX, clientY, canvasX, canvasY

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311 컴포넌트의 visible 속성값이 false 인 경우 system.screenToClientX,system.screenToClientY 값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2412 Calendar 컴포넌트 또는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date'일때 컴포넌트의 mask 속성

값을 'yy.MM'로 설정하면 oncloseup 이벤트 처리 시 value, prevalue, postvalue값이 같은값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1.4.2 디바이스 API

RP 설명

71897 LiteDBStatement 오브젝트에서 사용하는 SQL문에 제어문자가 포함된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iOS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233 MapMarker 오브젝트의 image 속성값 설정 시 이미지가 표기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런타임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31.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0873 변수의 타입을 지정하는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에러 메시지를 표기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var test:String 과 같은 형식으로 변수의 타입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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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기타

RP 설명

71900 NexacroAX 플러그인의 usernotify 이벤트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751 Frame 구조로 생성된 애플리케이션에서 화면 전환 시 이전 Frame 화면이 보여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

ML5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616 단말기 네트워크 전환 시 XPush 오브젝트의 연결이 끊어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에서 발

생한 오류입니다).

71179 FrameSet 오브젝트의 separatesize 속성을 지정해 화면 크기가 바뀌는 경우 TextArea 컴포넌트 내 텍스트가

잔상으로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8, 10 운영체제에서 IE11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31.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2399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setSelect 메소드에 대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72330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trace 메소드 설명에 브라우저 별로 로그를 표시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

다는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72261 도움말 항목 중 XPush 오브젝트의 메소드가 일부 누락되어 해당 항목(registerTopicWithUserID, unregisterT

opicWithUserID, requestMessageCountWithUserID)을 추가했습니다.

72222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값 항목에 value 속성값이 undefined 인 경우에 대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72154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httpretry 속성 설명 중 브라우저 지원 여부와 httptimeout 속성 설명

중 httpretry 속성 지원 여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72082 도움말 항목 중 MaskEdit 컴포넌트의 mask 속성 설명 중 특수문자(\) 사용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수정했습니

다.

71863 도움말 항목 중 PopupDiv. Popup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 메소드 실행 시 창이 띄워지는 위치에 대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71703 도움말 항목 중 ScrollEventInfo 항목의 type 속성값 Item 목록에 'slidefirst', 'slidefirstover', 'slide', 'slidelas

t', 'slidelastover'를 추가했습니다.

71530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mask 항목 설명에 Number 마스크 문자에 대한 설명을 보완했

습니다.

71056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gradation 항목에 브라우저에 따라 다르게 동작할 수 있다는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70844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setCurrentPseudo 메소드 반환값에 대한 설명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434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의 설명 중 SSV 타입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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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1102

File Version 2017,3,6,1

32.2 신규기능

1. FileUpload 컴포넌트의 EventInfo 오브젝트(FileUploadItemChangeEventInfo)에 'newarrayvalue' 속성을

추가했습니다.(RP.71153)

설명

newarrayvalue 속성은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변경된 아이템의 value 속성값을 array 타입으로 표시하는 속성입니다.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멀티파일 선택 시 파일명에 콤마(,)가 들어갈 경우 파일업로드에서 구분자가 콤마(,) 라서 하나의 파일

이 두개로 나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Syntax)

FileUploadItemChangeEventInfo.newarrayvalue

1 if(obj.multiselect)

2 {

3 // 파일명에 콤마(,) 없을 경우

4 var sFullData = e.newvalue;

5 var aFilePath = sFullData.split(",");

6

7 // 파일명에 콤마(,) 있을 경우

8 var sFullData = e.newarray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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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ar aFilePath = sFullData;

10 }

2. Grid 컴포넌트의 셀 속성 중 combotype 속성에 'filterlike' 항목을 추가했습니다.(RP.68554)

설명

'filterlike' 항목 값은 입력된 문자열을 기준으로 아이템을 필터링하여 리스트 항목에 후보 값을 보여줍니다.

검색조건을 만족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으면 리스트 창이 열리지 않습니다.

입력된 문자열이 포함된 아이템을 전부 필터링합니다.

3. Windows Runtime으로 실행했을 때 작업표시줄에 표시할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7

1151)

설명

[작업표시줄 표현의 예]

1. 실행 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ex) "C:\Program Files (x86)\nexacro\14\nexacro.exe" -N "test name"

2. NexacroLauncherAX 에 속성을 추가 했습니다.

ex) NexacroLauncherAX.runtimename="test name"

※ makeshortcut 메소드로 이름을 지정하면 runtimename은 무시됩니다.

4. 모바일 환경(Android/iOS Runtime)에서 업데이트 후 앱이 종료되지 않고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

습니다.(RP.71609)

설명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업데이트 이후 재시작 여부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Android Runtime

부트스트랩 URL 을 설정하는 부분에 다음의 코드를 추가합니다.

Default)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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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acroResourceManager.createInstance(this);

NexacroResourceManager.getInstance().getConfig().getUpdatorConfig().setRestart(false);

2. iOS Runtime

부트스트랩 URL 을 설정하는 부분에 다음의 코드를 추가합니다.

Default)

YES

[[[[NexacroResourceManager sharedResourceManager] config] updatorConfig] setRestart:NO]; // 기본값 : YES

3. 설정 파일 (Android/iOS 공통)

1,2번 이외의 방법으로 nexacro_config.xml에 기능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nexacro-config>

<updator restart="false"/>

</nexacro-config>

설명

32.3 변경기능

1. Android Runtime 환경에서 기기에 저장되는 넥사크로 파일들의 경로를 변경했습니다.(RP.71570)

최적화 툴(Clean Master, 360 Security 등) 실행 시 앱의 캐시폴더(android/앱패키지명/data/cache)에

저장된 내용이 삭제됩니다.

이 경우 일부 프로젝트에서 업무용 데이터를 캐시폴더 저장하고 있는 경우 삭제가 되는 문제가 있어

일부 파일들을 최적화 툴로 지워지지 않는 영역에 저장되도록 수정했습니다.

설명

변경 전
모든 파일들이 외부 저장소에 저장됨

● 경로 : Environment.getExternalStorageDirectory() + /nexacro/14/ ...

변경 후

1. 캐쉬 DB, 캐쉬 파일, 로그는 외부 저장소의 캐쉬(cache) 폴더에 저장됨

● 경로 : Context.getExternalCacheDir() + /nexacro/14/ ...

2. 그 외의 파일(nexacro.xml) 외부저장소의 데이타(files) 폴더에 저장됨

● 경로 : Context.getFilesDir() + /nexacro/14/ ...

2. 해외 버전(nexacro14_SetupDeveloper_N, nexacro14_SetupEngine_N.exe) 설치 후 제어판 > 프로그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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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에서 표시되는 지원링크 및 도움말 링크를 수정했습니다.(RP.71641)

설명

변경 전 - http://www.nexacroplatform.com

변경 후 - https://www.nexaweb.co.jp

32.4 오류수정

32.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71614 Application 오브젝트의 httpretry 속성값에 지정한 값만큼 HTTP 통신이 재시도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71383 Application 오브젝트의 tracemode 속성값을 "new" 또는 "append"로 지정한 경우 마지막에 출력한 내용만

로그 파일에 저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206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를실행해modeless 윈도우를띄운상태에서 opener의 함수를호출하고

opener의 함수에서 setFocus 메소드를 실행해 다른 프레임으로 포커스를 옮기는 경우 포커스를 받은 프레임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alendar

RP 설명

71503 Calendar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에서 true로 변경 시 따라 Maskedit 영역의 상태가 활성화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960 Calendar 컴포넌트의 dateformat, editformat 속성값이 "yyyy-MM-dd HH:mm:ss"인 경우 DatePicker에서

날짜값을 선택했을때 바인딩된 Dataset의 시간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71328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filterlike" 일때 공백문자가 있는 문자열은 필터링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71055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을 "filterlike"로 지정하고 필터링할 키워드를 입력했을때 필터링된 결과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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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Popup 창의 크기가 조정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Div

RP 설명

71316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을 null 또는 undefined로 설정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903 Div 컴포넌트에서 onmouseenter, onmouseleave 이벤트 처리 시 pseudo 값이 비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Form

RP 설명

71261 Form 오브젝트의 close 메소드 실행 시 컴포넌트 이벤트 관련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Form 오브젝트의 close 메소드 실행 후 컴포넌트의 이벤트 처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71427 Form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의 bAsync 파라미터 값이 false로 설정하고 실행한 경우 setWaitCursor

메소드 파라미터에 따라 키보드, 마우스 관련 이벤트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302 Form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 호출 시 로컬 경로를 "file://" 문자열 없이 URL 파라미터로 지정하면 에

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71498 Grid 컴포넌트의 autoupdatetype 속성값이 "itemselect" 혹은 "comboselect"이고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Gr

id에 바인딩된 Dataset의 cancolumnchange 이벤트함수내에서 false를 반환하는상태에서 Combo로설정된

Cell의 아이템을 변경했을 때 빈 아이템으로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410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combo"인 경우 combodataset 속성값으로 지정한 Da

taset 오브젝트의 copyData 메소드 실행 후 deleteRow 메소드 실행 시 삭제된 행을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377 FrameSet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레임 간 포커스를 이동한 다음 Grid 컴포넌트의 셀을 편집할때 입력

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371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mask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locale 속성이 우선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318 Grid 컴포넌트의 세로 스크롤바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deleterow 메소드를 실행하는 경우 스크롤 위치가 변경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312 Grid 컴포넌트의 setCellProperty 메소드를 실행했을때 Cell 오브젝트의 style 속성이 다른 값으로 변경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1288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데이터가 대용량일 경우 deleteRow, insertRow 메소드 처리

시 데이터 일부가 보여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094 Grid 컴포넌트의 셀을 클릭하고 방향키를 눌렀을때 on_apply_custom_setfocus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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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6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date"인 경우 셀을 클릭하고 팝업으로 펼쳐진 DatePicker

영역이 Grid 컴포넌트의 스크롤 위치에 따라 가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7 운영체제에서 IE11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581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이 없는 경우 탭키를 눌러 해당 Grid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했을때 스크

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580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updateSortGroup 메소드 실행 시 정렬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Grid 컴포넌트의 스크롤 위치가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289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deleteRow 메소드를 실행해 수직 스크롤바가 사라진 다음 수

평 스크롤바를 움직이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했던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287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addRow 메소드를 실행한 다음 deleteRow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Grid 컴포넌트에 공백이 생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275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appenddata 메소드 호출 시 keystring 속성값이 적용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Menu

RP 설명

71308 Menu 컴포넌트에서 subItem이 없는 Item 선택 시 selected pseudo가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opupMenu

RP 설명

70195 Popup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 메소드를 실행했을때 Popup 창이 표시될 공간이 부족한 경우 Popup

창 일부가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rogressBar

RP 설명

71439 ProgressBar 컴포넌트의 cssclass 속성값 지정 시 지정한 스타일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adio

RP 설명

71303 Radio 컴포넌트의 value 속성이 Bind Item으로 지정된 경우 value 속성값이 바인딩된 Dataset 값보다 우선 설

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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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RP 설명

71607 Tab 컴포넌트의 tabposition 속성값을 "left" 또는 "right"로 지정했을 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70874 Tab 컴포넌트의 usecontrolkey 속성값을 true로 설정했을 경우 [Ctrl+Shift+Tab] 단축키 입력 시 [Ctrl+Tab]

단축키의 역순으로 TabPage를 전환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745 Tab 컴포넌트에서 단축키(Shift + Tab)를 눌렀을때 컴포넌트 밖으로 포커스가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72050 Tab 컴포넌트의 focusacceptable 속성값을 true로 지정하고 단축키(Shift+Tab)를 눌렀을때 웹브라우저 주소

입력창으로 포커스가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Browser

RP 설명

70024 FrameSet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넥사크로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실행한 경우 포커스 이동 중 동작이 멈추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에서 IE9, 10, 11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821 WebBrowser 컴포넌트에 표시된 컨텐츠가 인쇄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에서 발생한 오류입

니다).

기타

RP 설명

71567 화면이 팝업창으로 열렸을 경우 스크롤바의 트랙바를 잡고 스크롤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

경에서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284 enable 속성을 Bind Item으로 지정한 컴포넌트가 생성되기 전에 다른 이벤트에서 해당 컴포넌트의 enable 속

성값을 변경한 경우 속성값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379 transaction 메소드 호출 후 콜백함수에서 ChildFrame 오브젝트의 formurl 속성값을 지정해 화면을 이동하는

경우 WaitCursor가 사라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326 ChildFrame 오브젝트의 showmodal 메소드를 사용해 팝업창을 띄운 후 윈도우 창 크기를 조절하는 단축키(윈

도우키+방향키) 입력 시 부모창이 커지면서 overlay 창은 커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7 이상 운영

체제에서 런타임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118 컴포넌트의 ondrop 이벤트 처리 시 파일명에 콤마(,)가 포함된 경우 파일명이 잘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

타임 환경에서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드래그하는 경우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70932 Edit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에 문자열 입력 후 문자열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른 입력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비

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915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하고 해당 컴포넌트 클릭 시 다음 taborder를 가지는 컴포넌트로 포

커스가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892 컴포넌트의 getStyleValue 메소드 실행 시 Pseudo 문자열을 파라미터로 지정한 경우 잘못된 값을 반환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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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48 ADL 스크립트에 XJS 파일을 include 했을때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133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팝업창에 실행되는 Form에 include 구문이 있는 경우 팝업창이

뜨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32.4.2 디바이스 API

RP 설명

69657 앱이 백그라운드/포그라운드 상태 전환시 신뢰성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런타임 환

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32.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6970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calendardisplaynulltype 속성값이 "nullmask"이고 m

ask 속성값이 "yyyy/MM/dd HH:mm:ss"일 경우 화면에 "____/__/__ HH:__:__"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32.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1856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 설명에서 Setting Syntax 항목 중 expressi

on, bindcolumn 항목 설명이 바뀐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659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currentstyle 속성값이 이벤트 발생 시점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진다는 설명을 추가했

습니다.

71543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usewaitcursor 속성과 Form 오브젝트의 setWaitCursor 메소드 항목

에 키보드, 마우스 이벤트 관련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71521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dropdown 메소드에서 지원되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71302 도움말 항목 중 Form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 설명에서 로컬 경로를 설정하는 경우 동기 방식으로 동작

한다는 설명을 삭제했습니다.

71216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 설명에서 지원하지 않는 exponent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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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2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getStyleValue 메소드에 대한 Syntax 항목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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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1000

File Version 2017,1,24,1

33.2 신규기능

nexacro platform14의 1월 정기버전은 신규 기능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33.3 변경기능

nexacro platform14의 1월 정기버전은 변경 기능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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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오류수정

33.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70773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nload 이벤트 처리 시 LoadEventInfo 오브젝트가 SketchLoadEventInfo 오브젝트

로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767 Application 오브젝트의 addVariable 메소드를 사용해 Globalvariable 변수를 추가하는 경우 이미 있는 변수

와 id값이 같은 경우 반환값이 잘못 처리되고 변수값을 덮어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이미 있는 변수의 initVal

값이 없는 경우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71344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nerror 이벤트에서 statuscode, errormsg 속성값에 실제 서버에서 발생하는 값과

다른 값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alendar

RP 설명

71043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이 "system"일 때 보여지는 시스템 달력 기본값이 "1900.01.01"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런타임 사용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71217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filterlike'인 경우 바인딩된 Dataset의 filter 메소드를 실행하고 나면 검색

후 아이템 선택이 되지 않은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938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search"이고 autoskip 속성값이 true인 경우 아이템 목록에서 아이템 선택

시 다음 컴포넌트로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70138 Div 컴포넌트 내 배치된 ImageViewer 컴포넌트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였을때 mouseover 스타일 속성으

로 지정한 색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520 Div 컴포넌트 내 배치된 컴포넌트의 top, right, bottom 속성값이 0인 경우 Div 컴포넌트의 border 속성값을

변경했을때 스크롤바 영역만큼의 여백이 생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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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RP 설명

71233 Edit 컴포넌트의 cssclass 속성값 지정 시 스타일 속성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celExportObject

RP 설명

71255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데이터 크기에 따라 request 요청이 무한 반복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977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인 Grid 컴포넌트 두 개 이상을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a

ddExportItem 메소드로 사용해 추가하고 ex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Form

RP 설명

70969 Form 오브젝트의 sleep 메소드를 호출한 상태에서 showModalWindow 메소드를 호출했을때 모달창이 표시

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361 Form 오브젝트의 스크롤 처리 시 동작이 느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71176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decoratetext"인 경우 일부 조건에서만 적용되던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70906 Grid 컴포넌트에서 터치 슬라이드 동작을 하는 경우 onlongpress 이벤트가 발생하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893 Grid 컴포넌트가 편집 모드일 경우 바인딩된 Dataset의 deleteRow 메소드를 실행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878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displaytype 속성값이 "date"이고 mask 속성값이 "HH:mm"인 경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828 Grid 컴포넌트의 cellsizingtype 속성값이 "col"일때 onheadclick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262 팝업창으로 부모 Form에 있는 Dataset 오브젝트의 setColumn 메소드를 실행했을때 oncolumnchanged 이

벤트 함수 내에서 setCellPos 메소드가 처리되면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188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일때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oncolumn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Dataset 오브젝트의 enableevent 속성값을 false, true 순으로 지정하면 애플리케이션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145 Grid 컴포넌트의 displaytype, edittype 속성값이 "date"이고 mask 속성값이 "HH:mm:ss"일때 초 단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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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697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row"이고 padding 속성값을 EXPR 스크립트로 동적으로 지정한

경우 padding 속성값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670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row"이고 autofittype 속성값이 "col", wordwrap 속성값이 "cha

r"인 경우 컴포넌트의 너비를 스크립트로 변경해 wordwrap 속성이 적용될때 autosizingtype 속성이 적용되지

않고 ROW 크기가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Menu

RP 설명

70860 Menu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이 "none"인 경우에 팝업메뉴가 열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opupDiv

RP 설명

70779 PopupDiv 컴포넌트를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를 실행해 표시하는 경우 화면영역을 벗어났을때 위

치가 자동으로 보정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opupMenu

RP 설명

70867 PopupMenu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이 "none"인 경우에 팝업메뉴가 열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adio

RP 설명

71338 Radio 컴포넌트의 아이템 영역에서 Image 영역과 Text 영역을 마우스로 이동할때 mouseover 스타일이 적용

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169 Radio 컴포넌트에서 아이템 선택 시 mouseover 스타일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941 Radio 컴포넌트의 아이템 항목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mouseover 스타일 속성값이 적용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838 Radio 컴포넌트의 아이템 목록을 키보드로 탐색해 아이템을 선택하는 경우 canitemchange 이벤트에서 postv

alue 속성값을 확인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139 Radio 컴포넌트의 아이템 항목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pushed 스타일 속성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135 Radio 컴포넌트의 아이템 선택 시 selected 스타일 속성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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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RP 설명

70709 Tab 컴포넌트의 preload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url 속성값을 지정해 Form을 연결하지 않고 Tabpage 레이아

웃 내 직접 추가한 Grid 컴포넌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RP 설명

70961 XPush 오브젝트의 registerDevice 메소드가 중복 호출됐을때 정의된 에러코드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916 XPush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Activity.onResume() 호출 시 앱이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

드로이드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757 컴포넌트의 Border style 속성을 "none"으로 지정했을때 "solid"로 지정한 것처럼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71373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을 선택한 후 마우스로 드래그앤드롭했을때 ondrop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71418 Grid, Calendar, Combo 컴포넌트에 문자열을 입력하는 중에 Backspace, Delete 키 입력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3.4.2 디바이스 API

LiteDBStatement

RP 설명

71222 LiteDBStatement 오브젝트의 parameters 속성값을 1개 이상 지정한 경우 executeQuery 메소드 실행 시 스

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33.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0951 Compress 옵션을 사용해 Deploy하는 경우 소스 코드 내에서 콤마 앞에 빈줄이 있거나 공백문자가 두 개 이상

포함됐을때 Deploy 시 코드 일부가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912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서 컴포넌트의 letterspace 속성값이 설정하고 Form 편집창을 닫았다가 다시 열면

속성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796 애플리케이션 Deploy 시 "Shrink JS file" 옵션을 선택한 경우 함수 내 서브 블록에서 선언한 변수가 난독화 처

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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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기타

RP 설명

71223 Form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CSV 형식으로 넘겨받은 데이터 마지막 부분에 개행문자가 포함

된 경우 콤마(,)가 추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057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띄운 팝업창의 닫기 버튼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

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1031 transaction 관련 로그가 남겨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869 앱 실행시 로딩 메시지가 지정한 위치에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

한 오류입니다).

70948 모듈로 등록된 JSON 파일 내 JS 파일을 상대경로로 지정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922 스크립트에서 var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i"라는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Form 오브젝트의 transacti

on 메소드 실행 시 값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넥사크로플랫폼 라이브러리 내에서 같은 이름의 변수가

전역변수로 사용되는 것을 수정했습니다).

70835 일본어 윈도우 환경에서 넥사크로 스튜디오 또는 넥사크로플랫폼 엔진 설치 시 "vcredist_x86.exe" 관련 메시

지 텍스트가 깨진 상태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720 터치 이벤트 발생 시 System 오브젝트의 getCursorX, getCursorY 메소드를 실행했을때 해당 좌표값을 반환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태블릿에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33.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0912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letterspace 속성값 설명에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디자인 시 해당 스타일 속성이 적

용되지 않는다는 제약사항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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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900

File Version 2016,12,27,1

34.2 신규기능

1. Android Hybrid 환경에서 trace 메소드를 사용해서 출력한 내용을 로그로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명

Android Hybrid 환경에서 trace 메소드를 사용해서 출력한 내용을 로그로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iOS 제외)

일반적인 환경의 경우 아래의 경로에서 로그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ADL의 tracemode속성을 'new'나 'append' 로 변경해야 합니다.

* 파일위치 : 내부 저장소\Android\data\{app-package-name}\cache\nexacro\14

2. Popup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에 bCapture 인자를 추가했습니다.

설명

bCapture 인자는 PopupMenu 컴포넌트에 캡처(capture)상태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Syntax)

PopupMenu.trackPopupByComponent(objComp,nScreenXPos,nScreenYPos[,strAlign,[bCapture]])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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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설명

3. ImageViewer 컴포넌트에 TIF(tif, tiff) 이미지를 사용할 때 thumbnailsize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Windows Runtime만 지원)

설명

thumbnailsize=nWidth x nHeight 로 이미지를 리사이즈 할 수 있습니다.(하단 ex 참고)

파일명 뒤에 '?'로 resize 기능을 지원하며 width, height 값으로 사이즈 지정이 가능합니다.

위 양식과 다를 경우 원본 이미지 사이즈로 출력이 됩니다.

ex)

ImageViewer.set_image('url("Image::TEST.tif?thumbnailsize=100x100")')

ImageViewer.set_image('url("http://localhost:8080/Images/TEST.tif?thumbnailsize=100x100")')

34.3 변경기능

1. LIB(nexacro14lib)내에 Accessibility.js 파일의 위치를 변경하고 Accessibility.json파일을 추가했습니다.

설명

변경 전 파일위치 : nexacro14lib\framework\Accessibility.js

변경 후

파일위치 : nexacro14lib\component\CompBase\Accessibility.js

• 추가파일 : nexacro14lib\component\Accessibility.json

Accessibility.js를 사용하기 위해서 TypeDefinition에 Accessibility.json을 등록해야합니다.

2. Generate, Merge시 Accessibility.js 파일의 이동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 전
• Generate, Merge 시 동일경로

파일위치 : nexacro14lib\framework\Accessibility.js

변경 후

• Generate

파일위치 : nexacro14lib\component\CompBase\Accessibility.js

• Merge

파일위치 : nexacro14lib\component\Accessibilit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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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오류수정

34.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70601 Application 오브젝트의 addcookietovariable 속성값이 true인 경우 Cookie 값에 특수문자가 포함된 경우 문

자열이 잘려서 전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992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로 팝업창을 띄운 경우 팝업창에 연결된 Form 오브젝트의 onload 이벤

트에서 transaction 메소드를 실행한 후 transaction이 끝나기 전에 팝업창을 닫으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900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세 번째 파라미터값이 null 인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Button

RP 설명

70147 Button 컴포넌트를 길게 누르는 경우 pseudo 상태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

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Calendar

RP 설명

70789 Calendar 컴포넌트에서 dateformat, editforamt 속성값을 "dd-MM-yyyy"로 지정한 경우 선택한 날짜가 표시

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454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spin"인 경우 스핀 버튼으로 날짜값을 변경한 후 Enter 키 또는 Tab 키

입력 시 변경된 값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1032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이 "system"인 경우 시스템 카렌다가 두 번 띄워지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545 Calendar 컴포넌트가 enable 속성값이 false 인 Div 컴포넌트 내 배치된 경우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후 Cale

ndar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true인 것처럼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327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monthonly"이고 editformat 속성값이 "yy-MM-dd"일때 선택된 값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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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o

RP 설명

70551 Combo 컴포넌트에서 콤보리스트를 열고 스크롤 이동 후 포커스를 옮겼다가 다시 콤보리스트를 열면 목록 일부

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오페라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540 Combo 컴포넌트의 cursor 스타일 변경 시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437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filterlike"일 경우 항목 선택 시 ListBox가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Dataset

RP 설명

70801 Dataset 오브젝트의 keystring 속성값을 지정해 정렬 작업 진행 시 컬럼 type이 "BigDecimal"인 경우 empty

값의 순서가 매번 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617 Dataset 오브젝트의 loadXML 메소드 실행 시 두번째 파라미터값이 false인 경우에 데이터를 로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70439 Div 컴포넌트 내 Div 컴포넌트가 배치되어 있고 accessibility 속성값이 true인 경우 Tab 키로 포커스 이동 시 지

정된 순서에 따라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 사용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429 Div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스크립트에서 BindItem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Div 컴포넌트 내

배치된 컴포넌트와 바인딩하면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변경되는 것처럼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70556 Edit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이 바인딩된 경우 입력된 글자를 삭제할때 ontext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u

pdateToDataset 메소드 실행하면 두글자씩 지워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70648 Grid 컴포넌트에 Body 밴드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TalkBack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70619 Div 컴포넌트 내 Grid 컴포넌트로 포커스가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T

alkBack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70605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suppress 속성값을 설정하고 suppressalign 속성값을 "middle,over"로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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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미지 경로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9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571 Grid 컴포넌트의 head band의 size가 0인 경우 setFormatColProperty 메소드를 실행해 컬럼을 고정하면 bo

dy 영역 일부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558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combo"인 경우 값 변경 후 포커스를 옮겼을때 선택된 값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427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또는 edittype 속성값이 "date"일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

트의 addRow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288 Grid 컴포넌트의 addrow 메소드를 실행해 수직스크롤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deleterow 메소드 실행 시 첫 번

째 row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643 Grid 컴포넌트의 Row 크기를 마우스로 변경한 경우 onrowresized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70349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combo"인 경우 align 속성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70280 GridEditCharEventInfo, GridEditTextChangeEventInfo 오브젝트의 chartext 속성값에 접근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69973 Grid 컴포넌트의 scrollbars 속성값을 "alwaysvert"로 지정하고 autofittype 속성값을 "col"로 지정했을때 가로

스크롤 영역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911 Grid 컴포넌트의 fillareatype 속성값이 "linerow"이고 autosizingtype 속성값이 "row", extendsizetype 속성

값이 "row"일 때 fillareatype 속성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910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rowposition 속성값이 -1인 경우 탭키를 사용해 Grid 컴포넌트

의 포커스 이동 시 rowposition 속성값이 0으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867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filter 메소드 실행 시 Row 선택 상태가 초기화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69848 Grid 컴포넌트의 Column 오브젝트의 band 속성값이 "left"인 경우 탭키 입력 시 Row가 변경되면서 오른쪽으

로 스크롤이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759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expand"이고 expandshow 속성값이 "show"인 경우 cur

sor 속성값에서 지정한 "hand" 설정이 treecell 부분에서 제대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211 Grid 컴포넌트의 스크롤을 이동한 상태에서 다른 컴포넌트를 드래그앤드롭으로 Grid 컴포넌트 영역 안으로 이

동하는 경우 DragEventInfo 오브젝트에서 처리하는 clientX, canvasX, clientY, canvasY 속성값이 스크롤 된

위치만큼 잘못 처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210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cancolumnchange 이벤트 함수에서 false값을 반환해도 colu

mn 값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FileUpload

RP 설명

70618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찾아보기] 버튼이 동작하지 않은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운영체제의 접근성

설정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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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RP 설명

70673 Form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연결된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경우 WaitCursor가 계속 보여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웹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493 Form 오브젝트의 cancelTransaction 메소드를 사용해 통신을 취소하고 다시 transaction 메소드를 실행해 통

신을 실행했을때 통신이 진행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031 Form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후 받은 데이터에 null 값이 포함된 경우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MaskEdit

RP 설명

70515 MaskEdit 컴포넌트에 텍스트를 붙여넣은 경우 입력된 값을 지우고 포커스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왔을때 지운 값

이 다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772 MaskEdit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의 값을 oncolumn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수정하는 경우 수정

된 값이 MaskEdit 컴포넌트에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730 MaskEdit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number"이고 mask 속성값에 0과 콤마(,)가 포함된 경우 text 속성값의

자릿수를 잘못 처리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729 MaskEdit 컴포넌트의 mask 속성값에 자릿수 구분자를 포함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값을 복사해 붙여넣을 경우

자릿수가 제대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lugin

RP 설명

70726 Plugin 오브젝트의 install 메소드 호출 시 지정된 cab 설치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Radio

RP 설명

70583 Radio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컬럼값을 변경하면 Radio 컴포넌트의 ena

ble 속성값이 true로 변경된 것처럼 스타일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391 Radio 컴포넌트의 바인딩된 Dataset의 coldcolumn에 "" 값이 있는 경우 value 속성값을 ""로 지정했을때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292 Radio 컴포넌트의 focused 스타일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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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RP 설명

70492 생성되지 않은 상태의 Tabpage 오브젝트에 포함된 컴포넌트를 삭제하려할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348 Tab 컴포넌트의 tabposition 속성값이 "left" 또는 "right"인 경우 tabbutton에 표시되는 텍스트 일부가 잘리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616 Tab 컴포넌트의 padding 속성값 지정 시 border 스타일이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7681 Tab 컴포넌트의 pseudo 상태에 따라 tabbutton에 표시되는 글자가 잘려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extArea

RP 설명

70390 TextArea 컴포넌트의 lengthunit 속성값을 "ascii"로 설정하고 maxlength 속성값을 설정한 상태에서 일본어

입력 시 maxlength 속성값에 설정한 값보다 많은 문자열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823 TextArea 컴포넌트에 입력된 텍스트를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하고 Delete 키 입력 시 삭제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오페라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Browser

RP 설명

70788 WebBrowser 컴포넌트의 callMethod 메소드 실행 시 애플리케이션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736 WebBrowser 컴포넌트의 onloadcompleted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파이어폭스 브

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689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WebBroswer 컴포넌트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IE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RP 설명

70702 locale 속성값이 'en_IN'일때 숫자 형식이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651 alert 또는 confirm 메소드 실행 시 포커스가 해당 대화상자로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

드 운영체제에서 TalkBack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70635 System 오브젝트의 print 메소드 실행 시 스크롤이 활성화된 화면 일부가 잘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데스크

탑에서 웹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625 앱 실행 시 첫 번째 컴포넌트에 지정된 텍스트를 스크린 리더에서 읽은 다음 포커스로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TalkBack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70455 컴포넌트 드래그앤드롭 동작 시 ondrag 이벤트와 ondrop 이벤트가 같은 컴포넌트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70637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컴포넌트위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했을때 onmouseenter 이벤트와 on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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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move 이벤트 발생 순서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609 컴포넌트의 letterspace 속성값이 -1이고 문자열에 공백문자가 포함된 경우 글자가 잘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HTML5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550 Edit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에 일본어 전각 스페이스가 입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브라우

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68572 Edit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Form 화면의 스크롤바를 이동하는 경우 캐럿이 Edit

영역을 벗어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ipad mini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34.4.2 디바이스 API

34.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0268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Dataset Contents Editor에서 ColumnInfo 속성 중 prop 속성값 편집 시 표시되는 목록

에서 "KEY" 항목이 표시되지 않도록 수정했습니다. "KEY" 항목은 지원하지 않는 속성값입니다.

7026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Base Lib Path] 항목값을 변경하고 TypeDefinition 편집창에서 모듈을 추가하거나 삭

제하는 경우 설정된 Base Lib 경로를 찾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730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서 MaskEdit 컴포넌트의 type, mask 속성값에 따라 text 속성값이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10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HFrameSet, VFraemsSet 오브젝트 선택 시 속성창에 표기되는 항목 중 지원하지 않는

keepseparatesizewhenswap 속성을 삭제했습니다.

34.4.4 기타

RP 설명

70805 autozoom 기능이 활성화 된 상태에서 화면 확대 시 화면이 흐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

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756 Webview 모듈이 실행되는 경우 화면 사이즈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넥서스 5 기기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598 TCPClientSocket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사용 시 "안전하지 않은 도메인 접근"에 대한 confirm 창이 확인 후

에도 계속 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443 프로젝트 Deploy 처리 시 merge 옵션을 선택한 경우 accessibility 관련 기능이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70981 default.xtheme 파일에서 MaskEditControl 항목의 disabled, readonly 상태를 지정하는 코드 중 color 속성

값을 삭제했습니다 (해외 판매되는 버전에만 반영된 수정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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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4 프로토콜 어댑터 사용 시 데이터 크기가 작은 경우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

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083 System 오브젝트의 print 메소드 사용 시 TextArea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이 출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파이어폭스, 크롬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056 default.xtheme 파일에서 MaskEditControl 항목의 shadow 스타일 코드에 세미콜론(;)이 누락된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해외 판매되는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850 Deploy 옵션 중 "Shrink JS file" 적용 시 try~catch 구문 내 변수가 치환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419 transaction 실행 시 반환되는 XML 코드 내 파라미터 중 ErrorCode, ErrorMsg 순서가 바뀐 경우 에러코드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34.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0905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tooltiptext 속성값이 브라우저 사양에 따라 제약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70749 도움말 항목 중 Spin 컴포넌트 value 속성의 default 값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70608 도움말 항목 중 MaskEdit 컴포넌트의 mask 속성 설명 중 limitbymask 속성에 따른 자릿수 제한에 대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70262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설명에 새로고침 시 제약사항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

다.

70114 도움말 항목 중 ScrollBar 오브젝트의 pos 속성값의 지원환경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69755 도움말 항목 중 지원하지 않는 Grid 컴포넌트의 onclick 이벤트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69548 도움말 항목 중 PopupDiv 컴포넌트의 trackPopup 메소드에서 사용하는 bCapture 파라미터 설명을 수정했습

니다.

68677 도움말 항목 중 ExportItem 오브젝트의 acceptstyle 속성이 누락되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48703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border 속성 설명에서 "double" 설정 시 지원되지 않는 두 번째 색상에 대한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48367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style 속성값에 대한 Syntax 예제 코드의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346 도움말 항목 중 Form 오브젝트의 ondeactivate 이벤트 설명에 이벤트 발생 조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48232 도움말 항목 중 FileUpload 컴포넌트의 onerror 이벤트 설명에 ErrorCode 값이 음수로 반환될 경우 처리에 대

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48119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controlcolor, controlimage 속성이 누락되어 항목을 추가했습

니다.

47890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trace 메소드 에 브라우저에 따라 출력되는 값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47568 도움말 항목 중 Combo 컴포넌트의 text 속성과 관련해 innerdataset 속성값 설정 시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의

제약 사항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38855 도움말 항목 중 PopupDiv 컴포넌트의 trackPopup, trackPopupByComponent 설명에서 좌표 재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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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보완했습니다.

48158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onselectchanged 이벤트 항목 설명에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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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800

File Version 2016,11,22,1

35.2 신규기능

1. Grid 컴포넌트의 셀에 'editacceptsenter'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설명

Grid 컴포넌트의 textarea에 엔터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엔터키 값을 편집 내용으로 입력받을지, 입력을 완료시키는 동작으로

수행할지에 대한 방식을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editacceptsenter 속성은 Grid 컴포넌트에 셀의 edittype 속성이 'textarea'일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Default)

false

Setting Syntax)

* true

엔터키 입력 시 textarea의 편집 영역에서 엔터 기능을 수행합니다.

입력을 완료하고자 할 때에는 'Ctrl + Enter' 키를 누릅니다.

* false

엔터키 입력 시 엔터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textarea 편집 영역의 입력을 완료시킵니다.

엔터를 입력하고자 할 때에는 'Ctrl + Enter' 키를 누릅니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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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Push기능을 HTML5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명

XPush기능을 HTML5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ypeDefinition에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과 같으며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을 참고합니다.

XPush Object등록)

TypeDefinition의 Objects 텝에서 Add 버튼을 눌러 새로운 Object를 생성 후 ID에 "XPush", ClassName에 "nexacro.XPush

" 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3. 컴포넌트들에 RTL 기능(속성명 : rtldirection )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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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rtldirection' 속성은컴포넌트 내부 구성 요소의 출력방향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Default)

inherit

Setting Syntax)

* inherit

컴포넌트의 내부 구성 요소의 출력 방향이 상위 폼의 내부 구성 요소의 출력 방향에 따라 출력됩니다

* rtl

컴포넌트의 내부 구성 요소의 출력 방향이 '오른쪽 -> 왼쪽'으로 출력됩니다.

* ltr

컴포넌트의 내부 구성 요소의 출력 방향이 '왼쪽 -> 오른쪽'으로 출력됩니다.

4. Windows Runtime 환경에서 Windows 운영체제의 파일객체를 Drop하는 경우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

다.

설명

Windows Runtime 환경에서 Windows 운영체제의 파일객체를 Drop하는 경우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Windows Runtime 환경만 지원하며 파일에 대한 Drop만 인식합니다.

● 도움말 참고 : Objects > Misc. Objects > DragDataObject > Method > getData

ex)

this.Button00_ondrop = function(obj:Button, e:nexacro.DragEventInfo)

{

if(e.dragdata && e.dragdata.isAvailableData(DragDataFormats.FILEDROP))

{

trace(" e.dragdata.getData(filedrop)="+e.dragdata.getData(DragDataFormats.FILEDROP));

}

}

5. 확장자가 TIFF(tif, tiff)인 파일이 여러개의 이미지를 가질때 이 내부 이미지들을 볼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

니다.

설명

확장자가 TIFF(tif, tiff)인 파일이 여러개의 이미지를 가질때 이 내부 이미지들을 볼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Windows Runtime 환경만 지원하며 이미지수를 확인하고 이미지 인덱스를 바꿀수 있도록 ImageViewer 컴포넌트에 다음 2

개의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 getImageCount : 총 로드된 이미지 갯수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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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ImageIndex : 보여줄 이미지의 인덱스를 설정합니다.

설명

35.3 변경기능

1. Calendar 컴포넌트의 editformat 속성이 'yy-MM-dd' 이고 기존값이 없을 경우 최초 입력 시 '101010' 입력

할 경우 '2010-10-10'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설명

변경 전
Calendar 컴포넌트의 editformat 속성이 yy-MM-dd 이고 기존값이 없을 경우 최초 입력 시 '1

01010' 입력할 경우 '0010-10-10'으로 표시 및 값을 설정합니다.

변경 전
Calendar 컴포넌트의 editformat 속성이 yy-MM-dd 이고 기존값이 없을 경우 최초 입력 시 '1

01010' 입력할 경우 '0010-10-10'으로 표시 및 값을 설정합니다.

35.4 오류수정

35.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70149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처리 시 objParentFrame 정보를 null을 설정한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140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nabletoucheven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컴포넌트의 포커스 이동 시 값이 복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일본어 텍스트 입력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69639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search" 또는 "filter"인 경우 아이템목록에서 아이템을 선택한 후 포커스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와 이전에 입력한 값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아이템목록에 없는 값으로 입력한 경우 포커스

를 옮겼을때 입력된 값이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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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7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filter"일 때 일본어 히라가나 입력 시 필터 기능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Div

RP 설명

70392 Div 컴포넌트에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추가해 수평 스크롤바가 생성된 상태에서 추가했던 컴포넌트를 삭제해서

스크롤바가 비활성화된 경우 스크롤바의 pos 속성값을 갱신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480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설정했을 때 연결된 Form에 설정된 user properties 값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198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Form에 포함된 Combo 컴포넌트의 value 값이 변경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69693 Edit 컴포넌트에 문자열 입력 후 포커스를 이동하면 입력한 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맥 운영체제의

크롬 브라우저 53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7930 Edit 컴포넌트의 lengthunit 속성값이 "ascii"이고 maxlength를 설정한 경우 일본어 반각문자 입력 시 입력된

문자가 2byte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celExportObject

RP 설명

69986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number"이고 cssclass 속성값을 지정해 align 스타일을

적용한 경우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메소드를 실행해 생성된 엑셀 파일에 숫자가 아닌 값

이 있다면 셀 타입이 "text"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696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메소드 처리 시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mask 속성값이 "L

ONGDATE"인 항목이 출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Download

RP 설명

69912 FileDownload 컴포넌트의 download 메소드를 실행해 파일을 내려받을 때 파일명이 잘못 표기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307 FileDownload 오브젝트에서 download 메소드 실행 시 "내문서" 경로에 접근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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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RP 설명

70016 Form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

영체제 버전이 4.4.2 이하인 경우 기본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908 Form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로 데이터를 내려받아 설정한 Dataset 오브젝트의 1개 컬럼만 keystring

속성을 지정한 경우 중복되는 컬럼값에 대한 순서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344 Form에서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후 받아온 데이터 일부가 잘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773 Grid 컴포넌트에포커스가있는상태에서다른윈도우로포커스를옮겼다가다시돌아온경우 Form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로 처리된 데이터가 Grid 컴포넌트에 제대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70261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treelevel 속성값이 음수인 경우 글자 일부가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70257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에서 suppress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에서 keystring

속성값 지정으로 그룹핑된 값과 같이 처리하도록 이전 기능을 복원했습니다 (2016년 10월 정기버전에 배포된

RP 69258번의 오류 수정은 검토 결과 오류가 아닌 정상 기능으로 판단되어 다시 해당 기능을 복원했습니다).

70205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combo"인 경우 dropdownCombo 메소드가 잘못 처

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993 Grid 컴포넌트의 onkeydown 이벤트 함수 내에서 System.showModalWindow 메소드를 사용해 띄운 팝업

창에서 transaction 메소드를 실행하고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을 갱신하는 경우 데이터가 바로 표

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971 Grid 컴포넌트의 onmousemove 이벤트 함수 내에서 tooltiptext 속성값을 변경하는 경우 cellbackground가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931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일 때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insertrow 메

소드 실행 시 status 이미지가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906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extendsizetype 속성값이 "row"인 경우 상하 스크롤 이동 시 Cell 오브젝트

에서 지정한 suppress가 풀려버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822 Grid 컴포넌트의 setFormatColProperty 메소드를 사용해 컬럼 크기를 변경한 경우 autofittype 속성값을 "col

"에서 "none"으로 수정하면 컬럼 크기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688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keystring 속성값에 groupkey 설정 시 마지막 또는 중간에 있

던 row가 최상단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538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인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addRow

메소드 실행 후 deleteRow 메소드를 실행하면 트리의 상위레벨이 Leaf 레벨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200 Grid 컴포넌트의 selectchangetype 속성값을 "up"으로 설정하고 Grid 컴포넌트의 빈공간을 클릭하면 데이터

가 사라져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172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인 경우 레벨을 동적으로 변경했을 때 연결된 아이

콘 이미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8596 Grid 컴포넌트의 cellmovingtype 속성값이 "col"일 경우 마우스로 셀 위치를 변경한 후 Format 출력 시 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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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MaskEdit

RP 설명

70128 MaskEdit 컴포넌트에서 locale 속성값 설정에 따라 일정 길이 이상 입력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306 MaskEdit 컴포넌트의 mask 속성값에 소수점(.)이 포함된 경우 화면에 소수점이 여러번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70068 키보드 겹쳐쓰기 모드에서 MaskEdit 컴포넌트에 텍스트 겹쳐쓰기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661 MaskEdit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string"인 경우 mask 속성값에 날짜값 처리 시 사용하는 문자(H, M, d

등)를 입력하면 mask 문자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lugin

RP 설명

69969 Plugin 오브젝트에 연결된 모듈이 관리자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 실행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959 모달창에서 Plugin 오브젝트를 사용해 특정 모듈을 호출하는 경우 해당 모듈 클릭 후 스크롤 동작 시 애플리케이

션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096 Plugin 컴포넌트에 연결된 모듈 버전을 올린 경우 설치된 모듈이 업데이트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439 Plugin 컴포넌트에 Flash 모듈을 호출한 후 setProperty 메소드를 실행해 movie 속성값을 지정하는 경우 setEl

ementWmode 관련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adio

RP 설명

70398 스크립트로 Radio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value 값을 설정하려 할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Tab

RP 설명

70232 TabPage 오브젝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 일 경우 화면이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008 Tabpage 오브젝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해당 Tabpage 선택 시 포커스가 기존 Tabpage에 남아있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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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Area

RP 설명

70186 TextArea 컴포넌트가 TabPage 오브젝트안에 있을 때 입력한 글자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150 TextArea 컴포넌트의 halign 속성값을 default 값 이외의 값으로 설정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RP 설명

70187 Div, Tabpage 컴포넌트에 연결된 Form에 TextArea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 부모 컴포넌트의 스크롤바 동작 시

TextArea 컴포넌트에 입력한 텍스트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10 운영체제에서 Edge 브라우

저, IE11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346 컴포넌트에 표기되는 텍스트의 font 속성 중 "bold" 속성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

드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336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inputtype 속성값이 "english"인 경우 일본어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335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inputtype 속성값이 "number"인 경우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했다가 다

시 돌아오면 이전에 입력된 문자열이 다시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

다).

69774 MainFrame, ChildFrame 오브젝트에서 테마에 포함된 이미지 설정 시 이미지 경로를 찾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69723 ChildFrame 오브젝트의 border 속성값을 지운 후 창을 최소화하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69697 컴포넌트의 default 값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trace 메소드 사용 시 null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

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277 컴포넌트의 move 메소드 실행 시 기존 좌표 정보 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135 System 오브젝트의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새 창을 띄운 경우 새 창에 연결된 Form에 있는 WebBro

wser 컴포넌트에서 특정 키 입력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075 ChildFrame 오브젝트의 showmodal 메소드 실행 후 콜백함수에서 같은 id로 다시 showmodal 메소드 실행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042 Edit, MaskEdit, Combo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키패드로 입력 중 문자열 조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커스

이동 시 다른 컴포넌트로 값이 복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35.4.2 디바이스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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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016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form 파일명에 영어 외 다른 글자가 포함된 경우 디버깅 시 브레이크포인트가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129 Grid 컴포넌트의 vscrollbar가 활성화된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Deploy 시 "Shrink JS file" 옵션을 선택하

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55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Div, PopupDiv 컴포넌트의 visi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url 속성값을 지정했다가 지

운 경우 text 속성값에 지정된 값이 디자인 모드에서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519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스크립트 편집 창에서 nexacro.trim 메소드가 코드 힌트로 노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4656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TypeDefinition에 등록된 컴포넌트의 Default Width, Default Height 값을 수정해도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5.4.4 기타

RP 설명

70293 NexacroAX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경우 처음 애플리케이션을 로딩한 이후 다음 실행 시 로딩 속도가 느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286 Form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 처리 시 base64 인코딩된 cookie 값이 포함된 경우 일부 값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0221 윈도우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 선택 후 넥사크로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드래그앤드롭으로 파일을 이동했을 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0041 ScreenInfo의 autozoom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로딩 시 화면이 축소됐을때 Form 오브젝

트의 getOffsetWidth 메소드 결과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에서 발생한 오

류입니다).

69552 운영체제의 언어 설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en'으로 표시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521 문자열을 입력 후 Delete키 입력 시 문자열이 삭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구

글 입력기를 사용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45220 콜백 함수에서 스크립트 오류가 발생했을때 이후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14 | 제품제약사항, 릴리스 노트

35.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69697 도움말 항목 중 다음 컴포넌트의 default 값이 잘못 표기되어 수정했습니다.

(Calendar, Combo, ListBox, MaskEdit, Radio, Spin, TextArea)

69178 도움말 항목 중 Calendar 컴포넌트의 editformat 속성 설명에 속성값이 "LONGDATE", "SHORTDATE"인 경

우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디자인 모드와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69147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addcookietovariable 속성과 addVariable, setVariable 메소드에 대

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68630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selectRow, clearSelect 메소드의 지원 범위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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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700

File Version 2016,10,25,1

36.2 신규기능

1. TCPClientSocket 컴포넌트를 추가했습니다.

설명

TCP 통신을 위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로 동작하기 위한 open, read, write, close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을 참고합니다.

(도움말 : Objects > Communication Objects > TCPClientSocket)

TypeDefinition의 Objects 부분에 등록하고 사용합니다.

(Type : JavaScript, ID : TCPClientSocket, ClassName : nexacro.TCPClientSocket)

open

TCP를 이용하여 호스트에 접속하는 메소드 입니다.

Syntax)

TCPClientSocket.open(strAddress, nPort) // 인자 : 호스트 주소,호스트 포트

read

접속한 호스트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메소드 입니다.

Syntax)

TCPClientSocket.read(nSize [, nTimeout])// 인자 : 읽어들이는 데이터의 크기, 수신 대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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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접속한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메소드 입니다.

Syntax)

TCPClientSocket.write(varData [, strCharset])// 인자 : 전송할 데이터, 전송할 문자셋

close

접속한 연결을 끊는 메소드 입니다.

Syntax)

TCPClientSocket.close()

설명

2. Modules(nexacro14lib) Generate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설명

* 메뉴 위치 : Build/Generate Modules

현재 지정한 'Base Lib Path'의 모듈을 Generate되는 폴더로 복사합니다.

('Base Lib Path'의 위치 : Tools/Options/Environment/General)

Generate할때 Merge 여부는 'Deploy Modules' 메뉴의 Merge 옵션에 따라 수행합니다.

('Merge 옵션' 위치 : Build/Deploy/Deploy Modules)

[Deploy Modules 화면]

3. nexacrogenerator.exe 에 argument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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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M' : 대상 항목들을 Generate 할때 Merge합니다.

'-MO' : Modules 파일들만 Generate 합니다.

'-M' 옵션에 따라 Merge를 수행합니다.

● 주의 : -AO, -S, -F, -T 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옵션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URL의 관리자 가이드를 참고합니다.

(http://docs.tobesoft.com/admin_guide_nexacro_14_ko#40eb915f67149de3)

36.3 변경기능

1. Application Generate의 기능을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 전
프로젝트 내의 파일들만 Generate합니다.

모듈(nexacro14lib)은 Generate 하지 않습니다.

변경 후

프로젝트의 파일들과 사용중인 'Base Lib Path'의 모듈(nexacro14lib)까지 Generate합니다.

('Base Lib Path'의 위치 : Tools/Options/Environment/General)

모듈들은 Generate 경로의 nexacro14lib 폴더에 생성됩니다.

nexacrostudio에서 Runtime으로 실행하는 경우에도 Generate 경로의 모듈을 사용합니다.

단, Generate 경로에 모듈이 없는 경우 'Base Lib Path'의 모듈을 사용합니다.

Generate할때 Merge 여부는 'Deploy Application' 메뉴의 Merge 옵션에 따라 수행합니다.

('Merge 옵션' 위치 : Build/Deploy/Deploy Application)

http://docs.tobesoft.com/admin_guide_nexacro_14_ko#40eb915f67149d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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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 nexacrostudio의 Runtime의 'launch', 'quickview' 동작 시 참조하는 모듈의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 전
nexacrostudio의 옵션에서 정의한 'Base Lib Path' 의 경로의 모듈을 사용합니다.

(위치 : Tools/Options/Environment/General)

변경 후
Generate 된 경로의 nexacro14lib의 모듈을 사용합니다.

(HTML5와 동일하게 변경했습니다.)

36.4 오류수정

36.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69482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사용 시 global dataset 오브젝트를 복사하는 속도를 개선했습니다 (IE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속도 저하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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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

RP 설명

69676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이 "system"인 경우 시스템 UI가 나타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런타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379 Calendar 컴포넌트의 editformat 속성값과 value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수정한 후 입력 모드에서 값을 수정

하고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옮기면 Calendar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797 웹브라우저의 포커스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겼다가 돌아오면 Calendar 컴포넌트의 날짜값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임베디드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767 Calendar 컴포넌트의 dateformat 속성값과 editformat 속성값이 다를 경우 편집모드에서 입력된 값이 dropb

utton 클릭 시 초기화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477 Calendar 컴포넌트의 dataformat, editformat 속성값과 value 속성값의 형식이 다른 경우 value 값이 잘못 표

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형식이 다른 value 속성값을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서 지정한 경우에만 발생

한 오류입니다).

48634 Calendar 컴포넌트의 dateformat, editformat 속성값이 "yy-MM-dd"인 경우 dropdownbutton을 클릭해

팝업 달력이 실행되면 입력된 값의 년도 표기가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48777 Combo 컴포넌트의 ontextchange 이벤트 함수에서 Dataset 오브젝트의 filter 메소드 사용 시 입력되는 필터

링 조건에 따라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69787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값 입력 후 포커스를 옮겼을때 바인딩된 Dataset의 값이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IE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69561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적용한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을때 displaynulltext 가 그대로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하이브리드앱 사용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260 Edit 컴포넌트에서 특정 문자 입력 시 마지막 음절이 탈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Docu

ment mode를 "10"으로 설정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69679 Edit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을 출력하면 입력된 글자 일부가 출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

체제에서 조합문자 입력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114 Edit 컴포넌트의 autoskip 속성값이 true인 경우 일본어 히라가나 입력 시 비정상 종료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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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ExportObject / ExcelImportObject

RP 설명

69737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activemode 속성값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default 값인 "noactive"가

아닌 "active"로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494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Grid 컴포넌트에 지정한 cellline 속성값이 생성된

엑셀 파일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349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im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엑셀 파일 내 부등호 기호(<, >)가 포함된 경우 데

이터가 잘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555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메소드 사용 시 패킷 정보 분석도구(예. Fiddler)를 이용해 엑셀 파

일을 임의로 내려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XENI 모듈의 web.xml(nexacro-xeni\WEB-INF\web.xml)에서 'export path'를 context 외부로 설정('file

://') 시 파일 전송 후 임시파일을 바로 삭제합니다.

FileDownload

RP 설명

69721 FileDownload 오브젝트의 download 메소드 사용 시 파일 용량이 큰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갤럭시 S3 기기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406 FileDownload 오브젝트의 download 메소드 실행 속도를 개선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버퍼 크기를 늘

려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69786 Grid 컴포넌트의 addRow 메소드 실행 후 Grid 컴포넌트의 스크롤바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스

크롤 버튼 동작 시 일부 Row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652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이 "area"이고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edittype 속성값이 "checkbo

x"인 경우 transaction 메소드 콜백 함수 처리 후 Grid 컴포넌트의 첫 번째 Row 선택 시 체크박스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ML5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521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combo"인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filter 메

소드 적용 시 첫번째 row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508 Grid 컴포넌트의 autoupdatetype 속성값이 "dateselect"이고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date"인

상태에서 날짜값 수정 시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cancolumnchange 이벤트 함수에서 false를 반환하는

경우 Grid에 표시되는 값을 이전 값으로 복원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460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number"이고 mask 속성값에 "9"가 포함된 경우 Empt

y 값이 0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mpty 값은 화면에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69315 Grid 컴포넌트에서 setCellPos 메소드 실행 시 지정된 cell로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258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에서 suppress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에서 keystring

속성값 지정으로 그룹핑된 값과 같이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229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expand"로 지정하고 onexpandup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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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225 Grid 컴포넌트의 Head Row를 병합했을 때 텍스트 정렬이 동작하지 않던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212 Grid 컴포넌트에서 특정 Cell 값을 편집하는 중에 Dataset 오브젝트의 cancolumnchange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벤트 함수 내에서 alert 메소드를 실행하고 false 값을 반환했을 때 이전 편집하던 Cell 편집모드로

돌아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크롬,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057 Grid 컴포넌트의 마지막 Row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 해당 Row 삭제 시 rowposition 속성값이 -1이 되면서 선

택된 Row가 없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마지막 Row 삭제 시에는 남아있는 마지막 Row가 선택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68640 Grid 컴포넌트 body 영역의 cellalign 스타일 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Grid 컴포넌트의 align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8613 Grid 컴포넌트에서 moveToNextCell 메소드 호출 시 Dataset 오브젝트의 cancolumnchange 이벤트 이후 동

작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812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edittype 속성값이 "textarea"인 경우 TextAreaControl 속성값

으로 지정된 스타일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758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을 "col" 또는 "both"로 설정한 상태에서 Cell 오브젝트의 expandsho

w 속성값을 "show"로 지정하면 autosizingtype 속성값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539 Grid 컴포넌트의 autoupdatetype 속성값이 "itemselect"일 경우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edittype 속성

값을 "combo"로 지정한 항목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23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이 "combo"이고 codecolumn 타입이 숫자형(INT, FLOAT, BIGD

ECIMAL)일때 값에 공백문자와 0이 같이 있을경우 0인 데이타가 선택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Plugin

RP 설명

69658 Plugin 오브젝트에서 특정 OCX 연결 후 라이선스 등록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396 모달창에서 Plugin 오브젝트를 사용해 특정 모듈을 호출하는 경우 포커스가 해당 모듈로 이동하면서 자바스크

립트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opupMenu

RP 설명

69771 MainFrame 오브젝트의 showstatusbar 속성값이 false이거나 statusbarheight 속성값이 0인 경우 PopMen

u 컴포넌트의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 실행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adio

RP 설명

69479 Radio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을때 키보드로 값을 선택하면 canitemchange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22 | 제품제약사항, 릴리스 노트

Spin

RP 설명

69198 Spin 컴포넌트의 cssclass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지정하는 경우 속성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System

RP 설명

69551 System 오브젝트의 clientToScreenX, clientToScreenY 메소드 반환값이 NaN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Tab

RP 설명

69480 Tab 컴포넌트의 각 페이지에 enable 속성을 false로 설정하면 첫번째 탭페이지 이외에는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244 Tab 컴포넌트에서 insertTabpage 메소드로 추가된 Tabpage의 text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수정한 경우 정상

적으로 text 값이 설정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ebBrowser

RP 설명

48276 WebBrowser 컴포넌트에 연결된 넥사크로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의 Button 컴포넌트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모바일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RP 설명

69370 Edit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에 일본어 전각 문자 입력 후 포커스를 옮기면 입력된 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53.0.2785.1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060 ScrollEventInfo 오브젝트에서 type 속성 값중 wheelfirst, wheelfirstover, wheellast , wheellastover 항목이

도움말에서 지정된 동작과 다르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733 Menu, PopupMenu 컴포넌트의 mouseover pseudo 스타일 지정 시 마우스 커서를 올리지 않는 아이템에 해

당 스타일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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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디바이스 API

기타

RP 설명

69632 수정된 Run.zip 파일이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518 모바일 기기에서 앱 로딩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7.0 이상 버전을 사용하는 일부

기기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362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서 손가락으로 화면 스크롤 시 손가락을 떼어도 스크롤이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36.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69181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Div 컴포넌트 내 배치된 Edit 컴포넌트가 Dataset과 바인딩되어 있는 경우 Div 컴포넌

트를 복사해 다른 곳에 붙여넣기하면 바인딩 정보가 같이 복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852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Radio 컴포넌트의 itempadding 속성값이 지정된 값보다 2배로 설정되어 디자인 화면

에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81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테마 편집 시 하단에 표시되는 기능 버튼 중 'New CSS' 버튼을 삭제하고 컨텍스트 메뉴

에 표기되는 'New CSS'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테마 내에서 하나 이상의 CSS 파일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새로

만든 CSS 파일은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관련 기능 버튼과 메뉴 항목을 삭제합니다).

36.4.4 기타

RP 설명

69306 스크립트 내에서 *.xjs 파일을 include 하는 구문이 2개 이상인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9118 ScreenInfo 설정 시 autozoom 속성값을 "true"로 지정한 경우 화면이 잘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

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특정 단말기(갤럭시 S2, SHW-M250S)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735 스크롤이 활성화된 일부 컴포넌트를 터치로 스크롤하려는 경우 스크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태블릿 PC에서 IE11, 크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68387 터치 이벤트로 모달창(alert, confirm, showModal)을 실행한 경우 모달창에 있는 버튼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서피스 단말기에서 런타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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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69731 도움말 항목 중 지원하지 않는 속성인 Grid 컴포넌트의 linetype 속성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69547 도움말 항목 중 PopupDiv 컴포넌트의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 파라미터 목록에 'bcapture'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69110 도움말 항목 중 System 오브젝트의 setClipboard 메소드 설명 중 잘못 표기된 메소드명을 수정했습니다.

48396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hithemeid 속성 설명에 런타임 버전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h

ithemeid 속성은 런타임 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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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4,0,1,602

File Version 2016,10,12,1

37.2 신규기능

1. Deploy 기능을 nexacro studio의 툴바에 추가했습니다.

설명

Deploy 기능을 Generate 기능과 같이 nexacro studio의 툴바에 추가했습니다.

nexacro studio의 풀다운 메뉴중 'View/Toolbars/Deploy'를 선택하면 다음 '화면예'와 같은 Deploy 툴바가 나타납니다.

[화면예]

2. Runtime환경에서 ExcelExportObject 사용시 Export 완료 이후 파일을 바로 열어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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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Runtime환경에서 ExcelExportObject 사용시 exportactivemode 속성에 'active'값을 지정하면 Export 완료 이후 파일이 열

립니다.

Syntax)

ExcelExportObject.set_exportactivemode(ExportActiveMode) // set

ExcelExportObject.exportactivemode // get

Default)

'noactive'

ex)

this.ExcelExportObject00.set_exportactivemode('active');

37.3 변경기능

1. PC 설정(개인설정> 디스플레이>크기설정)에 따라 화면의 폰트가 변경되지 않도록 수정했습니다.

설명

변경 전
'개인설정> 디스플레이>크기설정'에서 125% 또는 150%로 설정하면 CSS에 정의된 font 크

기와 상관 없이 텍스트가 확대됩니다

변경 후
'개인설정> 디스플레이>크기설정'에서 125% 또는 150%로 설정해도 CSS에 정의된 font 크

기로 텍스트가 표현됩니다.

2. Grid 컴포넌트의 Calendar(Grid>#controlcalendar)에 CSS로 buttonsize 속성값에 '0'을 입력하면 버튼이 보

이지 않도록 수정했습니다.

설명

변경 전
Grid 컴포넌트의 Calendar(Grid>#controlcalendar)에 CSS로 buttonsize 속성값에 '0'을 입

력하면 버튼이 나타납니다.

변경 후
Grid 컴포넌트의 Calendar(Grid>#controlcalendar)에 CSS로 buttonsize 속성값에 '0'을 입

력하면 버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3. Grid 컴포넌트의 setFakeMerge 메소드를 nexacro studio에서 노출하지 않고 도움말에도 제거했습니다.

setFakeMerge 메소드를 많이 사용하는 화면을 HTML5 Version에서 사용할때 Webbrowser에서 화

면의 렌더링(rendering)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져 setFakeMerge 메소드를 더는 노출하지 않기로 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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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변경 전', '변경 후'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설명

변경 전
Grid 컴포넌트의 setFakeMerge 메소드를 사용하여 Grid에서 Cell이 병합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변경 후

- Grid 컴포넌트의 setFakeMerge 메소드를 nexacro studio에서 노출하지 않고 도움말에도 제

거했습니다.

- 기존 일부 사이트에서 setFakeMerge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메소드(기능) 자체를 제거

하지는 않았습니다.

4. 디폴트 테마의 Grid 내용 중 calendaredit(Grid>#controlcalendar>#calendaredit)의 align 에 대한 기본값

을 변경했습니다.

Grid 컴포넌트의 calendaredit 부분에 align 관련하여 엔진을 수정하였습니다.(RP:48687)

이와 관련하여 9월 정기버전(14.0.1.600)의 엔진을 사용하고 이전 버전의 디폴트 테마를 사용하는 경

우 calendaredit의 align이 이전 버전과 다르게 표현되어(왼쪽->오른쪽) Degradation처럼 보일 수 있

습니다.

디폴트 테마를 사용하는 경우 엔진 업그레이드 시 테마도 업그레이드 해야합니다.

설명

변경 전

align 속성에 값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CSS 내용

Grid>#controlcalendar>#calendaredit

{

accessibility : ;

align : ;

background : transparent;

... 중략 ...

}

변경 후

align 속성에 기본값을 'left middle'로 수정했습니다.

- CSS 내용

Grid>#controlcalendar>#calendaredit

{

accessibility : ;

align : left middle;

background : transparent;

...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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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오류수정

37.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69241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를 사용해 2개 이상 창을 띄우고 첫 번째 창을 닫는 시점에 따라 두 번째

창 닫기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194 Application 오브젝트의 getPrivateProfile 메소드 사용 시 초깃값을 잘못 처리해 화면이 보이지 않거나 깨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8690 Application 오브젝트의 autosize 속성값이 false, openstatus 속성값이 maximize 일 경우 open 메소드로 새

창을 열었을때 최대화면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628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nablescreencapture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해도 스크린캡쳐를 사용할 수 있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661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팝업창이 뜨는 도중에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옮기면 전달인

자가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IE11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635 중첩된 Div 구조에서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사용 시 Form의 opener 값을 잘못 참조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IE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243 Application 오브젝트의 setPrivateProfile 메소드 사용 시 URL 값에 해시("#") 표시가 포함된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IE11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 History.js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는 현상 관련 건입니다.

47655 application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 호출 시 데이터 형식의 문제가 있는 경우 에러 처리되지 않고 콜백

함수도 호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alendar

RP 설명

69145 Calendar 컴포넌트의 visible 속성값이 false이고 cssclass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68692 Div에 연결된 폼에 있는 Calendar 컴포넌트가 부모 Form의 Dataset 컴포넌트와 바인딩된 경우 Div에 연결된

폼을 변경했다가 다시 Calendar 컴포넌트가 있는 폼을 로드했을 때 바인딩된 Calendar 컴포넌트의 값이 유지

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684 Calendar 컴포넌트로 포커스가 이동했을 때 캐럿이 편집창 뒷쪽에 위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크롬,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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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o

RP 설명

69171 Combo 컴포넌트 내 edit 영역에 대한 스타일 속성을 테마가 마우스오버 시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48704 Tab 컴포넌트에서 Tabpage 오브젝트 내 Combo 컴포넌트가 Dataset에 바인딩되어 있는 경우 해당 Tabpage

를 사용자가 선택해 활성화할때 Combo 컴포넌트의 index가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48421 Dataset 오브젝트가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과 바인딩되어 있는 경우 value 속성값이 변경된 후 setColumn

메소드로 값을 수정하려 할때 값이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69141 Div 컴포넌트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경우 Combo 컴포넌트의 팝업창을 반복적으로 열었다 닫으면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69132 Edit 컴포넌트에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는 경우 숫자값이 입력되지 않은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특정 기기 갤럭시노트 프로 12.2에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한 오류입니다).

69209 Div 컴포넌트 내 Edit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 마우스휠로 스크롤바를 움직이는 경우 Edit 컴포넌트 내 캐럿 위치

가 제대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IE11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celExportObject

RP 설명

48755 suppress 된 항목을 1개 가지는 Grid 컴포넌트가 Form 크기와 같은 경우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

ortData 메소드를 사용해 데이터를 내보낼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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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RP 설명

48582 Form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를 실행해 SSV 통신으로 데이터를 받은 후 콜백함수에서 데이터 처리 시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으면 전송된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345 Form 오브젝트를 reload 했을 때 내부적으로 특정 데이터가 중복해서 쌓여 시스템이 느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Grid

RP 설명

69223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을 row, extendsizetype 속성값을 row로 설정한 상태에서 Cell 오브

젝트의 editdisplay 속성값을 'display'로 지정하면 일부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211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date이고 edittype 속성값이 readonly 일 경우 Cell을 선

택하고 다른 값을 선택하면 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8689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mask 속성값이 '9,999.99'인 경우 데이터값이 1 미만인 경우 정수값이 표기되

지 않고 '.99'처럼 표기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8385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combo이고 suppress 속성값을 1로 지정한 상태에서 tra

nsaction 메소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 suppress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823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을 'date'로 설정하고 mask 속성값을 'HH:mm'로 지정했을

때 데이터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441 Grid 컴포넌트의 Buttoncontrol 텍스트 색상이 잘못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208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인 경우 treeclosebuttonimage 속성값에 지정된

이미지 크기가 특정값보다 큰 경우 텍스트 노드가 오른쪽으로 밀려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9144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컴포넌트의 row가 1개일때 deleteRow 메소드로 row를 삭제하면 스크립

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687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edittype 속성값이 "date"인 경우 날짜표시 부분 align 속성값이

테마에서 지정한 값과 다르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652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textarea"이고 wordwrap 속성값이 "char"인 경우 텍스트

편집 시 키보드 방향키 입력 시 편집영역을 벗어나 row가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607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이 "area"이고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에 canrowposchange 이벤트

함수 내 alert 메소드를 설정했을때 마우스 드래그로 Grid 컴포넌트의 영역을 선택하는 중 alert 메소드가 실행

되면서 이를 닫기 위해 마우스 포인터가 Grid 컴포넌트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이벤트가 무한 반복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558 Grid 컴포넌트의 cell 데이터를 편집하는 중에 Dataset 오브젝트의 filter 메소드를 사용해 데이터를 필터링 처

리하면 편집중인 cell 데이터가 필터링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523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이 "row"이고 가로 방향 스크롤바가 활성화된 경우 setCellPos 메소드 실행

시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469 Grid 컴포넌트의 selectchangetype 속성값이 "up"일때 cancolumnchange 이벤트 함수 내에서 alert 메소드

실행 후 다른 Cell을 선택하면 한번에 선택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226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image"이고 suppressalign 속성값에 "over"가 포함된

경우 이미지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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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6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none"이 아닌 경우 마우스로 항목을 선택하거나 mouseov

er 이벤트 발생 후 다른 row로 포커스를 이동했을 때 폰트 스타일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RP 설명

GroupBox

RP 설명

48658 GroupBox 컴포넌트의 cssclass 속성값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skEdit

RP 설명

69086 MaskEdit 컴포넌트의 readonly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거나 보안 키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내용 편집 시 컴포

넌트가 깜박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Menu

RP 설명

68372 Menu 컴포넌트의 spinupbutton, spindownbutton 클릭 시 Menu 컴포넌트에 지정된 hotkey가 동작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lugin

RP 설명

69190 MDI 프레임구조로 만든 Form에서 Plugin 컴포넌트 사용 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

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upMenu

RP 설명

48547 PoupMenu 컴포넌트에서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 사용 시 화면에서 메뉴가 잘리는 오류를 해결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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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

RP 설명

48085 Spin 컴포넌트의 displaycomma 속성이 true 일 경우 4자리 이상 값을 입력 후 포커스를 잃으면 값이 undefin

ed 로 변경되고 타입이 string으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ystem

RP 설명

48709 화면이 확대 또는 축소된 상태에서 System.clientToScreenX, System.clientToScreenY 속성값이 오브젝트 기

준이 아닌 클릭한 좌표값을 기준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600 System 오브젝트의 osversion 속성에서 윈도우 운영체제 8.1 버전 이상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Tab

RP 설명

69059 Tab 컴포넌트 내 Tabpage 오브젝트에 다른 컴포넌트를 드래그해서 옮겨놓을 경우 좌표값이 정확하게 처리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258 Tab 컴포넌트의 font 속성값 지정 시 Font name 값을 영문이 아닌 일본어로 지정하는 경우 폰트가 제대로 적

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Edge 브라우저 사용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RP 설명

68685 Tab 키를 사용해 컴포넌트 포커스를 이동할 때 컴포넌트의 autoselect 속성값이 true 인 경우 포커스를 잃어도

선택 영역이 해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8682 Textarea 컴포넌트에서 contextmenu 기능이 동작하지 않고 imemode 전환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윈도우 운영체제 IE 브라우저 환경에서 임베디드 형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application.open으

로 띄운 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8633 Edit 컴포넌트에 값을 입력한 후 타이머를 실행시켜 showModalSync 메소드로 화면을 띄운 후 화면을 닫고 다

시 값을 입력하면 on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627 row값이 없는 Dataset 컴포넌트를 입력창이 있는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에 바인딩한 후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하고 다시 true로 변경하면 컴포넌트가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48617 HFrameSet에 연결된 ChildFrame에서 최대화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612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nabletouchevent 속성값이 false일때 Button 컴포넌트를 3초 이상 눌렀다가 떼는

경우 Pushed Pseudo 상태가 유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단말기에서 웹브라우저 사용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48573 MaskEdit, Calendar 컴포넌트에 값 입력 시 캐럿 위치가 임의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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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시 일부 단말기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7892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 타입이 BigDecimal인 컬럼값을 Edit 기능을 처리하는 컴포넌트와 바인딩한 경우 소

수점 이하 16자리까지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6605 System 오브젝트의 showModalSync 메소드로 띄운 팝업화면에서 스페이스키 입력 시 팝업화면을 닫도록 이

벤트 함수를 작성하고 실행하면 부모화면의 Edit 컴포넌트에 스페이스값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37.4.2 디바이스 API

AudioPlayer

RP 설명

47689 AudioPlayer 컴포넌트에서 "%USERAPP%"로 시작하는 경로를 지정해 load 메소드를 실행하는 경우 파일 재

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37.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4874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CSS 편집 시 CSS pseudo Selector에서 (none) 항목과 중복되는 "enabled" 항목을 삭

제했습니다.

48662 넥사크로 스튜디오 default 테마에서 CheckBox 컴포넌트의 selected Pseudo 기능을 처리하는 코드를 삭제했

습니다. 해당 Pseudo 기능은 넥사크로플랫폼 14에서 지원하지 않던 항목으로 잘못 추가된 항목입니다.

4835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rid 컴포넌트 편집 시 Grid Contents Editor를 사용하는 경우 Expression value로 입

력한 font 속성값을 편집하려 할때 불필요한 괄호 표기가 추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34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스크립트 편집 시 Combo 컴포넌트의 closeDropdown 메소드가 코드자동완성 기능으

로 노출되지 않던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7.4.4 기타

RP 설명

69430 애플리케이션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단말기 메뉴 버튼을 누르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

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웹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68696 넥사크로플랫폼 라이브러리 폴더에서 지원하지 않는 Chart 폴더를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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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69168 도움말 항목 중 지원하지 않는 메소드인 Grid 컴포넌트의 setFont 메소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68691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설명에 ChildFrame으로 전달되는 autosize 속성값 관련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68656 도움말 항목 중 Popup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 메소드 설명 중 "런타임과 다르게 동작한다"는 내용을 삭

제했습니다.

68617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설명에 윈도우 운영체제 IE 브라우저 사용 시 제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48632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vscrollbar, hscrollbar 속성 설명에 pos 값 관련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48386 도움말 항목 중 ChildFrame 오브젝트의 Constructor 샘플 코드에 잘못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48384 도움말 항목 중 ChildFrame 오브젝트의 showModal 메소드의 Remark 설명 중 init 메소드와 관련된 샘플 코

드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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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1 신규기능

1. ExcelExportObject 에 CSV 형태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명

ExcelExportObject 에 CSV 형태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celExportObject 의 exporttype 속성에 CSV 를 추가했습니다.

* XENI 적용 버전

- TOBESOFT : nexacro-xeni.war_2016.08.08(14.0.1.500).zip

- Nexaweb : nexacro-xeni-N.war_2016.08.08(14.0.1.500).zip

Syntax)

ExcelExportObject.set_exporttype(ExportTypes) // set

ExcelExportObject.exporttype // get

ex)

this.ExcelExportObject00.set_exporttype(nexacro.ExportTypes.CSV);

2.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에 'filterlike'를 추가했습니다.

설명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에 'filterlike'를 추가했습니다.

Combo 컴포넌트의 comboedit 부분에 값을 입력하면 전체 리스트 중 입력값으로 시작되는 리스트와 중간에 입력값이 포함된

리스트 모두 후보값으로 출력합니다.

Syntax)

Combo.set_type(EnumComboType) // set

Combo.type // get

ex)

this.Combo00.set_type("filter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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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예]

설명

3. iOS Runtime에서 Edit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이 digit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전화 키패드'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

설명

iOS Runtime에서 Edit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이 digit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전화 키패드'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iPho

ne만 해당됨)

[화면예]

38.2 변경기능

1. ListBox 컴포넌트에 setSelect 메소드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선택할 때 onitem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

도록 했습니다.

설명

변경 전
ListBox 컴포넌트에 setSelect 메소드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선택하면 onitemchanged 이벤트

가 발생합니다.

변경 후
ListBox 컴포넌트에 setSelect 메소드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선택하면 onitemchanged 이벤트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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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droid Runtime에서 데이터 입력을 위해 키패드가 올라오는 경우 화면 사이즈를 변경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iOS와 기능 일치하도록 수정함)

설명

변경 전
Android Runtime에서 데이터 입력을 위해 키패드가 올라오는 경우 화면 사이즈를 변경하고 그

위치에 키패드가 나타납니다.

변경 후
Android Runtime에서 데이터 입력을 위해 키패드가 올라오는 경우 화면 사이즈를 변경하지 하

지 않고 화면 위에 키패드가 나타납니다.

38.3 오류수정

38.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48390 1. application.open 메소드로 띄우는 Childframe 오브젝트의 autosize 속성값이 true이고 openstatus 속성

값이 maximize 일 경우 팝업창의 타이틀바를 끌어 이동하면 화면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 application.open 메소드로 띄우는 Childframe 오브젝트의 autosize 속성값이 true일 경우 openstatus 속

성값이 무시되지 않은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utosize 속성값이 true 일 경우 oenstatus 속성값이 maximize나 minimize으로 지정되어있어도 normal 로

동작하도록 수정했습니다.)

48156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ngineversion 속성값이 잘못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alendar

RP 설명

48673 Calendar 컴포넌트의 ondayclick 이벤트 함수 내에서 destroy 메소드 호출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48643 Calendar 컴포넌트를 팝업창으로 띄우면서 부모창에서 가져온 값을 value 속성값을 지정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웹브라우저 실행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568 Calendar 컴포넌트가 disabled 상태일 때 지정한 color 속성값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555 Calendar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변경하면 editformat 속성값이 Default value로 바뀌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448 Calendar 컴포넌트의 스타일 설정 시 popupbordertype 속성값을 설정하면 popupborder 속성값이 잘못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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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6156 Calendar 컴포넌트의 editformat 속성값이 'yy-MM-dd'로 설정된 경우 에디트 영역을 클릭후 포커스 이동 시

value값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ChildFrame

RP 설명

48544 ChildFrame 오브젝트의 showModal 메소드 사용 시 팝업 위치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에

서 개발자 도구 실행 시 간혹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48288 Combo 컴포넌트의 드롭다운목록 위치가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

는 삼성 갤럭시노트 10.1 일부 기종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504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filter'인 경우 지정된 innerdataset에 포함되지 않는 문자열을 입력한 후

포커스를 다른 컴포넌트로 이동하면 입력한 문자열이 삭제되어야 하는데 계속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48129 Dataset 오브젝트의 loadkeymode 속성값이 reset이고 useclientlayout 속성값이 true인 상태에서 적용된 del

eteAll 메소드 실행 시 keystring이 초기화되지 않는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Div

RP 설명

48696 Div 컴포넌트의 scrollbars 속성값이 'fixedhorz' 일때 자식으로 추가할 Div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add

Child 메소드를 사용해 추가하는 경우 생성된 Div 컴포넌트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햇습니다 (HTML5 환경

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609 Form 오브젝트 내 XJS 파일을 중첩해서 include한 경우 Div 컴포넌트 내 배치된 Div 컴포넌트의 User Propert

y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nclude 한 xjs 파일 내에서 다른 xjs 파일을 include한 경우에 발생

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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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RP 설명

48670 Edit 컴포넌트에 특정 텍스트를 입력하고 onchanged 이벤트 함수에서 해당 텍스트를 초기화한 후 다시 같은

텍스트 입력 시 on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celExportObject

RP 설명

48577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bOrgValue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하면 날짜 형

태로 mask 속성값을 지정한 Cell 오브젝트 처리 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778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메소드를 사용해 csv 파일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파일확

장자가 잘못 표기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데스크탑 런타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load / FileDownload

RP 설명

48598 FileDownload 컴포넌트의 download 메소드를 사용해 파일을 내려받으려 할때 초기 페이지로 전환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Edge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588 FileDownload 컴포넌트를 사용해 파일을 내려받을 때 파일명이 아닌 호출하는 서비스명(JSP)로 저장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앱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569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cssclass를 동적으로 설정하면 바로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orm

RP 설명

48698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반환되는 ErrorCode가 음수일 때 transaction 메소드를 두 번 호출하면 Dataset

오브젝트의 Row Type이 잘못된 값으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48538 Form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 사용 시 CONTENT_TYPE_BINARY, PROTOCOL_TYPE_ZLIB 형식으로

데이터 통신을 처리할 때 컬럼명에 한국어가 포함되는 경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Grid

RP 설명

48715 Grid 컴포넌트의 fillareatype 속성값이 'linerow'일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690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combo'일때 combodataset 속성값을 expr을 사용해

동적으로 지정한 경우 일부 선택값이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638 Grid 컴포넌트 실행 중 발생하는 내부 호출 처리를 개선해 스크롤, 선택 기능 동작 시 속도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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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7 Grid 컴포넌트에서 setFakeMerge 메소드로 Cell을 세로 방향으로 합칠 경우 텍스트가 잘못된 위치에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576 Grid 컴포넌트의 Cell 오브젝트 background 스타일 속성값을 expr을 사용해 지정했을 때 트랜잭션 후 첫 번째

행 배경색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530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이 'area'일때 displaytype 속성값이 'combo'인 Cell에서 항목을 선택하기

위해 콤보리스트를 펼치고 마우스로 콤보리스트의 스크롤을 움직이는 경우 마우스 포인터가 콤보리스트 스크롤

바 영역을 벗어나면 Grid 선택 기능이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502 Dataset 오브젝트의 clearEventHandler 메소드 호출 후 addEventHandler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 바인딩된

Grid 컴포넌트가 갱신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728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일 때 트리 구조를 펼치거나 접을 때의 처리 속도를

개선했습니다.

48727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인 경우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에서 copyRow

메소드를 사용해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 적용하면 트리에 표시되는 아이콘이 모두 treeitemimage로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66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number'이고 edittype 속성값이 'masknumber'일때

mask 속성값을 9,999로 지정하면 값이 없어도 0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ImageViewer

RP 설명

48666 ImageViewer 컴포넌트에서 로컬 이미지 파일 경로 지정 시 prefix(file://) 값이 없으면 이미지 파일을 로딩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482 ImageViewer 컴포넌트의 image 속성값으로 TIFF 파일을 지정했을 때 TIFF 파일 내 여러 이미지가 있는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ListBox

RP 설명

48672 ListBox 컴포넌트의 setSelect 메소드 실행 시 onitem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581 ListBox 컴포넌트의 clearData 메소드를 사용해 데이터를 초기화했을 때 스크롤바가 삭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데스크탑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560 ListBox 컴포넌트의 multiselect 속성값이 true 일때 바인딩된 데이터로 인해 가로 스크롤바가 생기는 경우 현

재 보이는 영역 밖에 있는 데이터를 setSelect 메소드로 선택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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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Edit

RP 설명

48520 MaskEdit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number이고 mask 속성값이 '###,###'인 경우 값 입력 시 ','가 표시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483 MaskEdit 컴포넌트에 일본어 IME 입력모드에서 텍스트 입력 시 입력값이 중복되거나 이전 입력값이 다시 입력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Plugin

RP 설명

48718 Plugin 컴포넌트 사용 시 param_cnt 변수 관련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데스크탑

웹브라우저에서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ab

RP 설명

48785 Tab 컴포넌트의 extrabutton 클릭 시 tabpage 전환이 되지 않고 on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669 Tab 컴포넌트의 onextrabuttonclick 이벤트 함수 내에서 alert 또는 confirm 메소드를 실행해 열려진 팝업창

을 닫고 Tabpage 내 임의의 영역 클릭 시 onextrabuttonclick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655 Tab 컴포넌트의 extrabutton에 지정된 css 항목(mouseover, focused, selected, pushed)이 적용되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ebBrowser

RP 설명

48411 WebBrowser 컴포넌트의 onusernotify 이벤트 함수 내에서 WebTitleChangeEventInfo 오브젝트의 userdat

a 속성값을 Edit 컴포넌트의 value 값으로 지정해도 화면에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실행 시 발생한 문제입니다).

48408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HTML 문서를 호출했을 때 HTML 문서 내에서 window.nexacr

o.fireUserNotify(userdata)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 userdata 파라미터의 값이 없으면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실행 시 발생한 문제입니다).

기타

RP 설명

48648 운영체제의 언어를 독일어로 설정하는 경우 숫자 형식이 잘못 표기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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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5 Edit 관련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조합문자 입력 후 조합이 완료되기 전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가 이동했을때 이

전 컴포넌트에 입력한 문자 조합이 완료되면서 텍스트가 잘못 표기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

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432 Edit 관련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스크롤을 하면 Caret이 컴포넌트 영역 밖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iPhone 디바이스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40045 Grid, Listbox 컴포넌트의 selectscrollmode 속성값이 'scroll'일 경우 Body 영역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시 스크

롤이 이동하지 않고 Drag 관련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38.3.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48775 넥사크로 스튜디오에 설정한 breakpoint가 디버깅 시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593 Dataset 오브젝트에 추가한 User Property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8.3.3 기타

RP 설명

48594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뒤로 가기(Back) 버튼을 눌렀을때 ondevicebuttonup 이벤트가 호출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553 접근성 설정 시 일부 동작(TalkBack, Focus border)이 처리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

제 앱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269 autozoom 또는 layoutautofittype 값을 설정한 상태에서 System 오브젝트의 ClientToScreenX, ClientToScr

eenY, screenToClientX ,screenToClientY 메소드 실행 시 반환값이 NaN으로 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운영체제에서 웹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487 디지타이저펜을 사용하는 경우 터치 동작이 처리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서피스 단말기에서 모바일 런타임을 실행했을때 발생한 오류입니다).

48325 등록한 프로토콜 어댑터를 사용한 통신 처리 시 HTTP 프로토콜로 인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285 Tabpage 오브젝트에 연결된 Form에서 application.open 메소드를 사용해 Form을 새 창으로 띄웠을때 새 창

으로 열린 Form에서 this.opener 값을 Tabpage 오브젝트가 아닌 Form으로 출력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

E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284 System 오브젝트의 showModalWindow 메소드를 사용해 띄운 ChildFrame 오브젝트의 autosize 속성값을 f

alse로 지정하면 move 메소드가 처리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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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68370 도움말 항목 중 지원하지 않는 문법 설명이 포함된 Appendix > Data Types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48103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setPrivateProfile 메소드 설명에 system.mobileuniqueid 관련 설명

을 추가했습니다.

47638 도움말에서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tooltiptype 속성 설명 중 잘못 표기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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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1 신규기능

1. PopupMenu 컴포넌트에 buttonsize속성을 추가했습니다.

설명

PopupMenu의 spinupbutton/spindownbutton 버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buttonsize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Syntax)

PopupMenu.style.set_buttonsize(nButtonSize) // set

PopupMenu.style.buttonsize // get

● Default : -1(기본사이즈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기본사이즈는 20입니다.

2. Excel 내보내기를 할 때 Excel 파일에 암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암호를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설명

Excel 내보내기를 할 때 Excel 파일에 암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암호를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암호의 설정은 ExcelExportObject의 exportData 메소드의 첫번째 파라미터에 "filepassword=Excel 파일 비밀번호" 형태로

입력 시 export 되는 Excel 파일에 비밀번호가 설정됩니다.

서버의 XENI 모듈도 최신 버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적용 버전

- TOBESOFT : nexacro-xeni.war_2016.07.22(14.0.1.400).zip

- Nexaweb : nexacro-xeni-N.war_2016.07.22(14.0.1.400).zip

ex)

this.ExcelExportObject00.exportData("filepassword=1234", "", false);

3. VirtualFile 오브젝트에 copy, rename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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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VirtualFile 오브젝트에 copy(파일 복사), rename(파일명 변경)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Syntax)

VirtualFile.copy ( src:string, dest:string )

VirtualFile.rename ( src:string, dest:string )

ex)

VirtualFile.copy("%USERAPP%VirtualFile\\A.txt","%USERAPP%VirtualFile\\B.txt");

VirtualFile.rename("%USERAPP%VirtualFile\\A.txt","%USERAPP%VirtualFile\\B.txt");

39.2 변경기능

1. 넥사크로 프로젝트를 Chrome에서 로딩할 때 개발자 도구의 Console창에 나타나는 경고 메세지를 수정했습니

다.(Chrome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수정)

설명

변경 전

다음과 같은 경고 메세지가 Chrome의 개발자 도구의 Console창에 출력됩니다.

메세지 내용)

'//@ sourceURL' and '//@ sourceMappingURL' are deprecated, please use '//# sourceU

RL=' and '//# sourceMappingURL=' instead.

Console창에 나타나는 경고 메세지는 넥사크로 플랫폼의 결함이 아닙니다.

Chrome 브라우저가 위 '메세지 내용'에 나와있는 기존 스크립트의 사용법을 deprecated(더

는 사용되지 않고 사라진 기능)으로 전환하여 Chrome이 발생하는 메세지입니다.

변경 후 위 '변경 전'에 언급된 경고 메세지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2. 이미 컴파일한 넥사크로 파일을 Compressor에 입력하면 경고 메세지를 출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 전

다음과 같은 에러 메세지를 출력하고 파일을 이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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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다음과 같은 경고 메세지 출력하고 파일을 이동합니다.

[Warning] This file has already been compiled : [파일 path]

설명

3. application과 form Object의 layoutautofittype 속성을 더이상 지원 하지 않습니다.

설명

application과 form Object의 layoutautofittype 속성을 더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nexacro studio와 엔진 소스코드 내부에서 layoutautofittype 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스크립트를 통해 layoutautofittype 의 값을 확인할 수 있고 setter도 있지만, 값을 변경할 수 없고

기능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영향도

- nexacro studio의 코드 자동완성 기능에서 속성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 엔진 소스코드: 소스 코드 내부에서 속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도움말 : deprecated(더는 사용되지 않고 사라진 기능)으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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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오류수정

39.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Button

RP 설명

48281 Button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한 경우 스타일 속성이 바로 적용되지 못하고 mouseover 동작 이후 적용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318 Dataset 오브젝트의 oncolumnchanged 이벤트에서 Button 컴포넌트의 visible 속성값을 true로 지정할 경우

탭순서에 상관없이 Button 컴포넌트로 포커스가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heckBox

RP 설명

48472 CheckBox 컴포넌트의 falsevalue 속성값만설정하고 truevalue 속성값은따로설정하지않은경우 "true" , "1"

의 값으로 체크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ChildFrame

RP 설명

48563 ChildFrame 오브젝트의 dragmovetype 속성값을 none으로 설정한 후 showModal 또는 showModalSync

메소드 실행 시 타이틀바 영역을 마우스 드래그로 움직였을때 프레임이 움직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228 ChildFrame 오브젝트의 dragmovetype 속성값이 all 일 경우 Childframe 오브젝트에 연결된 form 오브젝트

의 Div 컴포넌트를 드래그할 경우 ChildFrame 오브젝트가 움직이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48426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dropdown'일때 Edit 영역 클릭 시 각 아이템을 보여주는 ListBox가 표시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S 서피스에서 전용 터치펜 사용 시 발생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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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RP 설명

48492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 타입이 BIGDECIMAL 인 경우 임의의 컬럼값을 변경하면 0 값이 null 값으로 변경되

는 오류를 해결했습니다.

48025 Dataset 오브젝트의 keystring 속성값에 그룹키 지정 시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의 row 순서가 잘

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062 Dataset 오브젝트의 preload 속성값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초기 실행화면에서 마지막에 비어있는 행이 추가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celExportObject

RP 설명

48410 Grid 컴포넌트의 Cell 오브젝트 displaytype 속성값이 'number' 이고 expr 속성값을 지정해 mask 속성을 적용

한 경우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메소드를 실행해 생성된 엑셀 파일의 값이 Grid 컴포넌트

와 다르게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180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addExportItem 메소드 사용 시 파라미터 값을 [strExportSize = both, strEx

portImage = image] 으로 설정한 경우 이미지 가로 사이즈가 좁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Download

RP 설명

48280 FileDownload 컴포넌트의 download 메소드 실행 시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파일명에 single quotation(')이

있을 때 서버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single quotation 값이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orm

RP 설명

48464 Form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로 가져오는 XML 데이터값에 스페이스(0x20)만 있는 경우 비정상 종료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 XML 데이터값 처리 시 left, right trim 처리를 하지 않도록 수정했습니다.

38645 Form 오브젝트의 getNextComponent 메소드 사용 시 bNoCompositeFlag 파라미터 값을 false로 설정해도

Composite 컴포넌트의 내부까지 검색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48459 Grid 컴포넌트에서 마우스로 Cell 영역을 선택하는 경우 expr 속성값으로 처리한 background 색상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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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0 Grid 컴포넌트의 setCellProperty 메소드에서 expr 속성값을 입력한 후 expr 속성값에 빈 값("")을 입력하면 해

당 Cell에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141 Grid 컴포넌트의 Cell 오브젝트에서 mask 속성값을 'yyyy.MM.dd HH:mm'로 지정한 경우 바인딩된 데이터셋

값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330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combo"이고 초기 실행화면에서 스크롤 영역 밖에 위치

한 경우 스크롤을 움직여서 해당 컬럼이 보이도록 하면 바인딩된 값이 나타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291 Grid 컴포넌트에서 setFakeMerge 메소드 사용 후 formats 속성을 설정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48283 Grid 컴포넌트에서 탭 키를 사용해 컬럼을 이동한 후 Grid 컴포넌트 내 스크롤을 움직이는 경우 편집 모드 상태

인 Cell 위치가 어긋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107 Grid 컴포넌트의 autofittype 속성값을 Col에서 none으로 변경하면서 가로 스크롤바가 필요한 경우 스크롤바

가 생성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002 Grid 컴포넌트의 Cell 오브젝트 combodisplay 속성값이 display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가로 스크롤 뒤에 com

bo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758 Grid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setCellProperty 메소드로 스타일 속성을 설정했을 때 getCurFormatStri

ng 메소드로 가져온 정보에서 스타일 속성이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0600 Grid 컴포넌트 내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masknumber인 경우 숫자값을 입력하고 포커스를 옮겼

을 때 공백문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7297 Grid 컴포넌트의 treeopenbuttonimage 속성값으로 지정한 이미지의 크기가 클 경우 이미지가 잘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596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일때 자식 노드를 표현하면서 1픽셀 정도 밀려 표현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ImageViewer

RP 설명

48222 ImageViewer 컴포넌트의 stretch 속성값이 fixaspectratio로 설정된 경우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설정했을 때 x박스와 컴포넌트 id가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skEdit

RP 설명

40547 MaskEdit 컴포넌트에서 특정 위치에서 텍스트 입력 시 겹쳐쓰기 모드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해당 기능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합니다. 런타임 및 다른 웹브라우저는 기능 제약으로 동작하지 않

습니다.

40398 MaskEdit 컴포넌트의 mask 속성값이 String Mask 문자일때 숫자를 입력하면 기존값이 공백문자로 바뀌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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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gin

RP 설명

48275 Plugin 컴포넌트에 특정 OCX 파일을 연결하는 경우 비정상 종료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186 Plugin 컴포넌트의 callMethod 메소드 실행 시 파라미터로 소수점이 들어간 값을 입력하면 처리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PopupDiv

RP 설명

48393 하나의 Form을 부모의 Div 컴포넌트에 연결하고 팝업으로 띄우는 Form에도 연결하는 경우 팝업 화면이 정상적

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287 PopupDiv 컴포넌트가 띄워진 상태에서 웹브라우저의 크기가 변경되는 경우 컴포넌트의 위치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브라우저에서는 브라우저 크기 변경 시 PopupDiv 컴포넌트가 닫히도록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HTML5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도 웹브라우저 크기 변경 시 PopupDiv 컴포넌트가 닫히도록 수정했

습니다).

Radio

RP 설명

48388 Radio 컴포넌트의 value 속성에 바인딩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초기 실행화면에서 첫 번째 데이터가 사라지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48375 Radio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데이터의 codecolumn 값이 빈 값이고 해당 데이터를 index 속성값으로 지정한 경

우 index가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RP 설명

45812 컴포넌트의 border 속성값이 dotted 또는 dashed일 때 bordertype의 round 속성을 한 곳만 true로 지정해도

모든 지점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48506 컴포넌트의 border.style 속성값을 'dotted'으로 bordertype.type 속성값을 'round'로 설정한 상태에서 실행

시 화면을 400%로 확대하면 일부 모서리만 round 속성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983 컴포넌트의 color 속성값에 transparent 값을 지정할 경우 투명값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HT

ML5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36874 border 스타일 속성값을 dashed 또는 round로 설정한 경우 bordertype과 상관없이 lefttop, leftbottom, rig

httop, rightbottom 모두 적용되던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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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 디바이스 API

Sms

RP 설명

48400 SMS 오브젝트의 SendMessage 메소드 사용시 'The Phone does not support = objectError'라는 에러가 발

생하는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갤럭시탭s 10.5 LTE 단말기에서 발생한 문제

입니다).

39.3.3 기타

RP 설명

48338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배포 시 필요한 라이브러리(libnexacro14.so)에 포함된 OpenSSL 버전을 1.0.1o'에서 '1

.0.1.s'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39.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48574 도움말에서 컴포넌트 shadow 속성 설명 중 지원하지 않는 drop shadow가 잘못 표기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476 도움말에 누락된 TextArea 컴포넌트의 selectbackground, selectcolor 속성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48475 도움말에 누락된 MaskEdit 컴포넌트의 selectbackground, selectcolor 속성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48474 도움말에 누락된 Edit 컴포넌트의 selectbackground, selectcolor 속성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48349 도움말에 누락된 Menu 컴포넌트의 buttonsize 속성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47393 도움말에 누락된 FileDownload 컴포넌트의 downloadfilename 속성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2016-06-28 (6월 정기버전)

40.

40.1 신규기능

1. PopupMenu 컴포넌트에 autohotkey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설명

hotkeycolumn 속성에 지정된 키를 단축키(hot key)로 사용할지를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Syntax)

PopupMenu.style.set_autohotkey(bAutoHotkey) // set

PopupMenu.style.autohotkey // get

● Default : false

2. Grid 컴포넌트에 onchar 이벤트를 추가했습니다.

설명

Grid 내의 편집창에서 글자를 완성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Syntax)

Grid_onchar = function(obj:Grid, e:nexacro.GridEditCharEventInfo)

3. Camera API에 usegallery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설명

촬영한 이미지를 사진 갤러리에 저장할지를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갤러리에 저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촬영한 이미지는 실행한 앱의 캐쉬 영역( %USERAPP%/pics)에만 저장합니다.

Syntax)

Camera.set_usegallery(bUseGallery) // set

Camera.usegallery // get

● Default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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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lication 오브젝트의 services 속성이 가지고 있는 하위 속성들에 setter를 추가했습니다.

설명

application 오브젝트의 services 속성이 가지고 있는 하위 속성들(url, codepage, language)에 값을 변경하기 위한 setter를

추가했습니다.

Syntax)

application.services["id"].set_url(sURL)

application.services["id"].set_codepage(sCodePage)

application.services["id"].set_language(sLanguage)

5. 명령창(cmd)에서 nexacrogenerator.exe로 애플리케이션을 변환할 때 로그를 출력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설명(기능 예시 화면)

40.2 변경기능

1. Windows Runtime 환경에서 FileDownload 컴포넌트의 download 메소드 사용 시 Dialog 창에서 취소 버튼

을 클릭하면 'false'를 반환 하도록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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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경 전 -Dialog 창에서 취소 버튼을 클릭 : 'true'를 반환

변경 후 -Dialog 창에서 취소 버튼을 클릭 : 'false'를 반환

40.3 오류수정

40.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48125 ADL에 css 파일 설정을 추가하고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48082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최상위 Form이 opener로 참조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에

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48204 Application 오브젝트의 setPrivateProfile 메소드 실행 후 getPrivateProfile 메소드로 값을 가져오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48123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strOpenStyle 파라미터를 작은따옴표('')로 지정한 경우 적용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370 Applicaiton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 사용 시 ServiceID 파라미터에 슬래시 기호(/)가 포함되는 경우 에

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948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를 실행해 열린 창에서 Calendar, Combo 컴포넌트에 연결된 팝업창이

포커스를 옮겨도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Button

RP 설명

48012 Button 컴포넌트의 pseudo 상태값을 pushed일 때 image 속성값을 지정한 후 실행 시 이미지가 표현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alendar

RP 설명

48185 Calendar 컴포넌트의 editformat 또는 dateformat 속성값에 초 단위로 시간을 지정했을 때 시간이 제대로 표

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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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1 Calendar 컴포넌트의 년도, 월 값을 변경하고 나서 바인딩 된 Dataset의 clearData 메소드 실행 시 년도, 월 값

을 변경하는 spinupbutton, spindownbutton이 비활성화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223 Form 오브젝트의 onload 이벤트 함수 내 스크립트에서 데이터를 조회한 다음 비활성화된 Tabpage를 활성화

하고 Calendar 컴포넌트의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Dataset 컴포넌트값이 바로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45859 Calendar 컴포넌트에서 editformat 속성값을 LONGDATE로 지정한 상태에서 날짜가 잘못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CheckBox

RP 설명

48229 CheckBox 컴포넌트의 truevalue, falsevalue 속성값을 지정했을 때 지정된 값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48380 Div 컴포넌트에 Form이 연결되어 있고 Form 내에 Dataset과 바인딩 된 Chcekbox가 있는 경우 연결된 Form

오브젝트의 onload 이벤트에서 Checkbox 컴포넌트의 value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030 CheckBox 컴포넌트에 Dataset이 바인딩이 되어 있는 경우 value 속성값이 truevalue 혹은 falsevalue 속성에

지정된 값으로 변환하지 않고 true 혹은 false로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hildFrame

RP 설명

48230 ChildFrame 오브젝트의 showModal 메소드를 실행해 띄운 팝업창의 title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려하면 이

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48313 Combo 컴포넌트에서 dropbutton을 클릭해 펼쳐진 combolist에서 아래쪽 아이템을 선택한 다음 dropbutto

n을 클릭했을때 combolist가 펼쳐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바인딩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발생한 현상

입니다).

47940 Form 오브젝트의 setZoom 메소드를 실행해 화면을 확대하는 경우 Combo 컴포넌트의 팝업리스트 높이값이

잘못 계산되어 너무 크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939 Combo 컴포넌트의 dropbutton 클릭 시 popupwindow가 나타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10

터치모니터 사용환경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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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RP 설명

48116 SSV 통신 후 Dataset 오브젝트의 keystring 속성을 설정하는 경우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48247 Dataset 오브젝트에서 Const Column으로 지정한 값을 다른 컴포넌트에 바인딩했을 때 바인딩된 값이 처리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48182 Edit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을 number, english로 지정했을 때 숫자키패드만 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48126 Edit 컴포넌트에 숫자 입력 후 커서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키보드를 누르면 다른 텍스트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엣지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48020 Edit 컴포넌트의 onkillfocus 이벤트 발생 시 value 값이 화면에서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디바이

스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47593 Edit 컴포넌트가 화면 하단에 배치된 경우 키패드가 올라오면서 Edit 컴포넌트를 가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48310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화면 스크롤을 이동하면 캐럿 위치가 컴포넌트를 벗어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IE11, Edge 브라우저, iPad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48115 Edit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이 0인 경우 빈값('')이 설정할 수 없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934 Edit 컴포넌트의 onchar 이벤트 함수의 return 값이 false인 경우 2번째 키 입력 시 에러가 발생하며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341 Edit 컴포넌트의 onchar 이벤트에서 입력된 일본어 문자열을 비교해 조건에 따라 false값을 반환해 입력된 값을

필터링하려는 경우 false값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cel

RP 설명

48188 Grid 컴포넌트의 locale 속성을 지정한 경우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저장

되는 파일에 날짜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179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im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가져오는 엑셀 파일의 시트명(Sheet1)과 파라미

터로 지정한 시트명(sheet1)의 영문 대소문자가 다른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274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exportmessageready, exportmessagecomplet

e, exportmessageprocess 속성값으로 지정한 텍스트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231 nexacro-xeni 서블릿 컨텍스트 항목 중 export-path 값을 로컬경로로 지정한 경우 ExcelExportObject 오브젝

트의 ex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저장되는 파일명이 깨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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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Upload

RP 설명

48221 FileUpload 컴포넌트에 cssclass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지정하는 경우 스타일 속성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Form

RP 설명

48196 Form 오브젝트의 loadStyle 메소드로 CSS 파일을 적용했을 때 일부 컴포넌트의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48194 Grid 컴포넌트의 setFakeMerge 메소드 사용 시 align 속성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068 Grid 컴포넌트의 Cell 오브젝트에서 suppress 속성 정의 시 expandimage 속성으로 지정한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058 Grid 컴포넌트의 Cell 오브젝트 edittype 속성값이 date인 경우 기존 값을 지운 다음 포커스를 이동하면 '0000-

01-01'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034 Grid 컴포넌트의 treeinitstatus 속성값을 collapse,null로 지정하고 트리 데이터를 모두 펼친 상태에서 바인딩

된 Dataset 오브젝트의 copyRow 메소드 실행 시 펼쳐진 트리 데이터가 접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031 Grid 컴포넌트의 treeinitstatus 속성값을 collapse,null로 지정하고 트리 데이터를 모두 펼친 상태에서 바인딩

된 Dataset 오브젝트의 addRow 메소드 실행 시 펼쳐진 트리 데이터가 접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235 Grid 컴포넌트에서 suppress 기능 사용 시 cellpadding 속성값을 지정하면 앞쪽에 글자가 잘리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48154 Grid 컴포넌트의 Cell 오브젝트 displaytype 속성값이 'number'이고 mask 속성값이 '9'일때 바인딩된 Datase

t 컴포넌트 컬럼값이 0이어도 빈값으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074 Grid 컴포넌트의 Cell 오브젝트 displaytype 속성값이 'number'이고 mask 속성값이 '999'일때 바인딩된 Dat

aset 컴포넌트 컬럼값이 0이어도 빈값으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711 데이터 조회 후 callback 함수에서 Dataset 컴포넌트의 keystring 속성에 빈값을 지정하고 다시 데이터를 조회

하면 Grid 컴포넌트에 설정한 Expand 이미지와 CheckBox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47234 Grid 컴포넌트의 Cell 오브젝트 mask 속성값이 '#,##9.#'일때 바인딩된 Dataset 컴포넌트 컬럼값이 빈값이어

도 0으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383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combo인 경우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휠로 스크롤

을 이동했을 때 비정상 종료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920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suppressalign 속성값을 middle, over 설정했을때 cursor 속성값을 hand로 설

정하면 일부 cell에서 cursor 속성값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58 | 제품제약사항, 릴리스 노트

MaskEdit

RP 설명

48353 Form 오브젝트에 MaskEdit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 Form 로딩 시 다른 컴포넌트가 생성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Plugin

RP 설명

48109 Plugin 컴포넌트의 windowed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해도 Combo 컴포넌트의 combolist가 플래시에 가려 보

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PopupMenu

RP 설명

47743 PopupMenu 컴포넌트에 spindownbutton, spinupbutton이 보이는 상태에서 spinupbutton을 클릭하고 마

지막 항목까지 이동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48219 Tabpage 내 화면 구성에 따라 Tabpage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48056 Tab 컴포넌트의 buttonbackground 속성값을 CSS에서 지정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48376 Tab 컴포넌트의 preload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상태에서 tabpage 전환 시 전환된 화면이 나타나지 않고 이

전 화면이 그대로 유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303 Form 내 Tab 컴포넌트가 포함된 경우 go 메소드를 사용해 다른 Form으로 이동하면 화면이 멈추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48224 TabPage 내 배치된 Div 컴포넌트에 연결된 Form은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이 다른 Form으로 변경되면 on

close 이벤트가 발생해야 하는데 onclose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extArea

RP 설명

47536 IFRAME 구조로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을 로딩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TextArea 컴포넌트에 입력된

내용을 마우스로 드래그해 전체선택할 수 없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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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RP 설명

48079 IFRAME 구조로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을 로딩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일부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브

라우저 스크롤이 위로 올라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엣지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40.3.2 디바이스 API

Contact

RP 설명

48323 Contact 오브젝트에 photos 속성 설정 시 이미지 해상도가 큰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

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기타

RP 설명

48278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터치로 스크롤 실행 시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

용하는 일부 디바이스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48248 태블릿 기기에서 단말기 전용 터치펜 사용 시 터치 처리가 안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S 서피스 기기 IE11

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47919 화면 터치를 지원하는 데스크탑에서 넥사크로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의 스크롤 영역을 터치했을 때 스크롤바가 한

번씩 이동하지 않고 여러 번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터치를 지원하는 데스크탑에서 IE11을 사용하는 경

우 발생한 문제입니다).

40.3.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4814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Deploy 시 Merge 옵션을 체크하는 경우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348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 Camera 오브젝트의 usegallery 속성이 표기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899 User Component로 만든 Div 컴포넌트 내에 다른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저장한 후에 생성된 컴포넌트를 삭제하

면 넥사크로 스튜디오가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69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User Component로 만든 ListBox 컴포넌트에 바인딩한 Dataset 컴포넌트의 값이 출력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406 넥사크로 스튜디오 스크립트창에서 nexacro.GridEditCharEventInfo 오브젝트의 속성값이 제대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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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기타

RP 설명

48040 NexacroLauncherAX 플러그인을 사용해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안전한 ActiveX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40.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48358 도움말에서 Grid 컴포넌트의 setFormatColProperty 설명 중 일본어 한자가 잘못 표기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347 도움말에 누락된 Camera 오브젝트의 usegallery 속성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48094 도움말에 누락된 Combo 컴포넌트의 closeDropdown 메소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48042 도움말에서 CheckBox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 항목에 바인딩된 value값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47897 도움말에서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 항목에 CSS 적용과 관련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48261 도움말에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이 system인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

니다.

48420 도움말에서 Application 오브젝트의 locale 속성 항목에 HTML5 관련 제약사항을 추가했습니다.



2016-05-24 (5월 정기버전)

41.

41.1 신규기능

1. ADL의 popuptype 속성 값에 system이 추가되었습니다.

설명

ADL의 popuptype 속성 값에 system이 추가되었습니다. system 값을 설정하면 Device의 OS에서 제공하는 System Calenda

r를 보여줍니다.

Syntax)

application.set_popuptype("system") // set

application.popuptype // get

41.2 변경기능

1. Menu 컴포넌트의 autohotkey 속성의 접근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 전 Menu 컴포넌트에서 autohotkey속성을 바로 사용

Syntax)

Menu.set_autohotkey(bAutoHotkey) // set

Menu.autohotkey // get

변경 후 Menu 컴포넌트에서 style을 이용하여 autohotkey속성을 사용

Syntax)

Menu.style.set_autohotkey(bAutoHotkey) // set

Menu.style.autohotkey //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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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버그 및 기능 수정 목록

41.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47694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에서 ChildFrame에 설정할 속성 목록을 지정하면서 titletext 속성값에

공백이 포함된 경우 공백이 포함된 문자열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442 Application 오브젝트에 popuptype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42191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에서 ChildFrame에 설정할 속성 목록을 지정하면서 autosize 속성값을 t

rue로 지정한 상태에서 추가로 openstatus 속성값을 지정하는 경우 Fatal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내부적으로 autosize 속성값이 true인 경우에는 openstatus 속성값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47724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로 팝업을 띄웠을 경우 팝업에 위치하고 있는 TextArea 컴포넌트에 내용

이 없어도 스크롤바가 생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오페라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발생한 문제입

니다).

47692 Application 오브젝트에서 open 메소드로띄운모덜리스화면에서이벤트가등록된 Plugin 컴포넌트를사용시

SyntaxError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8017 Application 객체의 open 메소드로 띄운 팝업 창에 위치한 Plugin 컴포넌트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에러를 출

력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999 Application 오브젝트에서 open 메소드를 사용해 띄운 창에서 다시 open 메소드를 사용해 새창을 띄우려 할때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634 Application 객체에서 open 메소드를 사용하여 사용자 컴포넌트(User Component)가 있는 페이지를 호출했

을 경우 로딩 속도가 느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IE11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37469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로 팝업창 띄운 후 팝업창 내에 있는 Grid 컴포넌트의 스크롤바를 클릭하

는 경우 JScript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이하 버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Button

RP 설명

47906 Button 컴포넌트의 background 속성값을 설정한 상태에서 mouseover 이벤트 발생 시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9, IE10에서만 발생한 오류입니다).

Calendar

RP 설명

47904 Calendar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에 enable 상태의 스타일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517 Calendar 컴포넌트에서 calendaredit에 값을 입력하고 해당 값을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한 후 다른 영역으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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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를 이동했을 때 선택된 상태가 해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CheckBox

RP 설명

47994 CheckBox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했을 때 boolean 타입이 아닌 String 타입으로 처리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47947 Combo 컴포넌트의 oncolumnchanged 이벤트 함수 내 setWaitCursor 메소드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항목

을 선택하고 키보드 up, down 키로 변경하면 TypeError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902 Combo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index가 -1일 때 comboedit 초깃값이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5169 Combolist에서 마우스 휠스크롤로 이동시, item 항목들의 위치값이 비례하여 움직여야 하는데 일정한 기준없

이 동작하고 있음

47726 Combo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을 search 혹은 filter로 설정한 후 Combo에 바인딩된 Dataset을 초기화했는

데도 이전 index값이 남아 오동작이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708 Combo 컴포넌트에서 global Dataset을 innerdataset으로 copyData 메소드를 사용해 복사했을 경우 Comb

o에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대푯값이 표시되지 않고 빈칸으로 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47989 Dataset 오브젝트의 oncolumn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setColumn 메소드 실행해 값을 수정했을 때 바

인딩 된 컴포넌트의 값은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47464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을 적용한 서브폼의 onload 이벤트에서 CheckBox, Radio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

을 변경했을 때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8352 Div 컴포넌트에서 onmouseleave 이벤트 함수 내에서 alert 메소드를 실행하는 경우 onmouseleave 이벤트가

중복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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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RP 설명

47909 Edit 컴포넌트의 autoskip 속성값이 true인 경우 password 속성값을 true로 지정하면 autoskip 기능이 동작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636 Edit 컴포넌트에서 한국어 문자열을 자음 또는 모음만 입력한 상태에서 Combo 컴포넌트를 클릭했을 때 Edit

컴포넌트에 입력된 문자열 일부가 복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10에서 한국어 입력 시에만 발생한 문

제입니다).

47613 Edit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초기화한 다음 값을 설정한 경우 백스페이스키를 사용해 텍스트

를 지우고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옮겼을 때 지운 데이터 일부가 다시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596 Edit 컴포넌트의 높이 값을 0으로 설정했을 때 disabled Pseudo 값이 정상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40062 Edit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문자열 입력 시 getCaretPos 메소드를 사용하는 경우 브라우저에 따라 동작 방식이

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5819 Edit 컴포넌트와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호출된 페이지의 Edit 컴포넌트간 포커스 이동이 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Excel

RP 설명

47916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메소드를 실행하는 동안 Grid 컴포넌트의 suppress 설정이 잠시

풀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685 ExcelExportObject에서 addExportItem 메소드 호출시 cellline을 설정하면 'Index Out of Bounds'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215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portData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드 head와 summary 영역 셀의 displayt

ype 속성을 number로 설정해도 export한 excel 파일의 셀에서는 텍스트 형식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Form

RP 설명

47599 듀얼 모니터에서 Form 오브젝트의 onsize 이벤트 처리 시 left, top 좌푯값이 잘못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Frame

RP 설명

47566 FrameSet 오브젝트에서 separatesize 속성값을 비율로 지정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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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RP 설명

47905 Grid 컴포넌트에서 expr 속성값을 지정해 level 1 노드에서 트리를 표현하려는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행 시 TypeError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676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이고 cell edittype 속성값이 'readonly'인 경우 해당 Grid로 포커

스가 이동하면 첫 번째 cell이 editbox로 변경되며 더는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할 수 없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47663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row'이고 autofittype 속성값이 'col'인 경우 setRealRowSize 메

소드 실행하고 화면 크기를 변경했을 때 행의 높이가 자동 조절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968 Grid 컴포넌트의 cell displaytype 속성값이 'combo'인 경우 드롭다운 리스트의 위치가 비정상적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HTML5에서만 발생한 문제입니다).

47927 Grid 컴포넌트의 cell displaytype 속성값이 'combo'인 경우 드롭다운 리스트를 스크롤 한 후 터치했을 때 아이

템이 선택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발생한 문제입니다).

47924 Grid 컴포넌트의 cell edittype 속성값이 'text'인 경우 onkeyup, onkeydown 이벤트 내에서 Dataset 오브젝

트의 addRow 메소드를 실행하고 Grid 컴포넌트의 setCellPos 메소드를 실행하는 경우 setCellPos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921 Grid 컴포넌트의 cell displaytype 속성값이 'combo'인 경우 드롭다운 리스트를 스크롤하거나 터치했을 때 리

스트가 비정상적으로 닫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발생한 문제입니다).

47912 Grid 컴포넌트의 헤더 영역의 cell expandshow 속성값이 'show'이고 expandimage를 설정한 경우 expandi

mage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898 Grid 컴포넌트에 세로 스크롤이 생기는 경우 cell expandshow 속성값을 expr로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47893 Grid 컴포넌트의 cell edittype 속성값이 'text'인 항목에 한국어 문자열 입력 후 cell edittype이 'date'인 항목

선택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715 Grid 컴포넌트에서 suppress 속성을 적용하고 setFixedRow 메소드로 틀고정을 한 상태에서 export 수행중 순

간 그리드의 suppress가 풀렸다가 되돌아가는 증상이 나타나며 suppress가 풀린 결과로 export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47713 Grid 컴포넌트에서 displaytype 속성값을 'tree'로 설정하고 모든 Row를 펼친 상황에서 Dataset의 moveRow

메소드로 Row를 이동하면 Tree가 닫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712 Grid 컴포넌트에서 셀의 displaytype, edittype 속성을 date로 설정하고 mask 속성을 'SHORTDATE'나 'LON

GDATE'로 설정한 상황에서 날짜를 수정하고 포커스를 다른 컴포넌트로 이동하는 경우 날짜 표시가 제대로 표

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706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combotype 속성을 filter로 설정하고 임의의 컬럼을 마우스로 영역 선택하거나 클릭

하는 등의 동작을 반복시 TypeError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701 Grid 컴포넌트에서 셀의 suppress 속성을 0으로 설정하고 suppressalign 속성을 'middle,over'로 설정했을 경

우에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700 Grid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데이터를 바인딩하는 과정에서 간혹 Grid 컴포넌트를 그리지 못하고 에러

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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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Viewer

RP 설명

47658 ImageViewer 컴포넌트 사용 시 cachelevel 속성값을 'none'으로 지정하면 이미지 처리 후 메모리를 바로해체

하도록 수정했습니다.

Listbox

RP 설명

47579 ListBox 컴포넌트의 readonly Pseudo 값이 정상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8735 ListBox 컴포넌트에서 아이템을 선택한 상태에서 스크립트로 multiselect 속성값을 true로 변경하는 경우 선택

한 아이템이 초기화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enu

RP 설명

37252 Menu 컴포넌트에서 autohotkey 속성값을 true로 설정했을 때 hotkey 속성값에 지정한 단축키가 동작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lugin

RP 설명

39324 Plugin 오브젝트에서 플래시 기반 차트를 실행하고 callMethod 메소드에서 'SetVariable' 함수를 처리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만 발생한 문제입니다).

47991 애플리케이션에서 Plugin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는 화면의 로딩이 완료되기 전에 Plugin 컴포넌트에 연결된 P

lugin에서 이벤트가 먼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Runtime버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PopupMenu

RP 설명

47908 브라우저의 크기를 조절했을 때 Popup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 메소드 실행 시 PopupMenu 컴포넌트

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7719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PopupMenu를 띄운 상태에서 화면의 세로 크기를 조정하면 떠 있던

PopupMenu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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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rowser

RP 설명

47759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url 속성을 스크립트로 동적으로 설정하여 브라우징할 경우 goback 메소드가 동작

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Android Runtime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기타

RP 설명

42142 바인딩 된 컴포넌트를 삭제하고 동적으로 다시 컴포넌트를 생성했을 때 Bind 정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5911 PopupDiv, Popup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 메소드를 연속해서 실행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다른 이

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1.3.2 디바이스 API

Geolocation

RP 설명

47677 Geolocation 오브젝트의 getCurrentPosition 메소드 실행 시 앱 실행 환경(장소)에 따라 좌푯값 수신율이 낮

아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RP 설명

47952 모바일 디바이스로 문자열 전달 시 제어 문자가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문제

입니다).

47687 디바이스 화면(orientation)을 portrait에서 landscape로 전환한 경우에 화면이 정상적으로 landscape로 전환

되지 않고 확대되어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OS Runtime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41.3.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4729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Div 컴포넌트에 포함된 Tab 컴포넌트의 multiline 속성값을 true로 변경하고 Form 파

일을 저장하고 닫았다가 다시 열었을 때 넥사크로 스튜디오가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6311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Dataset을 바인딩한 컴포넌트 선택 후 속성창에서 Bind Info를 삭제하는 경우 넥사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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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가 비정상 종료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6255 PopupDiv 컴포넌트에서 지원하지 않는 속성(taborder, tabstop)이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 표시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41.3.4 도움말

RP 설명

46862 도움말 내용 중 Button, Edit, Calendar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했을 때 IE9 실행환경에서 글

자가 겹쳐질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46324 도움말에 누락된 Menu 컴포넌트의 autohotkey 속성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48091 도움말에 누락된 Application 오브젝트의 popuptype 속성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41.3.5 기타

RP 설명

47664 사용자 컴포넌트를 만들고 모듈 등록 정보를 하나의 JSON 파일로 처리했을 때 프로젝트 로딩이 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47931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이 null인 경우 trace 메소드 실행 시 값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에서만 발생한 문제입니다).

47745 CanvasElement 오브젝트의 drawFillText 메소드 사용 시 문자열을 표시할 공간의 너비를 지정하는 maxwidt

h 파라미터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Android Runtime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입니

다).

47414 CanvasElement에서 투명도 설정을 위해 음수 또는 1 이상의 값을 setElementGlobalAlpha 메소드의 인수로

설정하여 실행할 경우 Runtime 버전과 HTML5 버전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4568 CanvasElement에서 text를 그린 후 회전시키면 font 크기가 줄어드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Runtime 버전에

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44560 CanvasElement에서 fill 메소드와 setElementFillStyle 메소드로 색을 설정 할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Runtime 버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47635 JBOSS 서버에서 ServerLicense.xml 파일을 찾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JBOSS 5.x 이상에서 발생한 문

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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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1 신규기능

1. Grid의 Cell에 엑셀 수식 (e.g. =SUM(A2:A5)) 입력 후 엑셀로 내보내기를 하면 입력된 수식의 계산 값을 출력

하도록 했습니다.

설명

엑셀에서 수식의 계산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Grid의 Cell 속성 중 displaytype이 'normal'이고 text 값이 '='로 시작해야 합니

다.

2. No ActiveX SetupEngine 버전이 제공됩니다.

구분 설명

- 국내 버전 : nexacro14_SetupEngineNA.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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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 버전 제공 - 해외 버전 : nexacro14_SetupEngineNA_N.exe

nexacroax14.dll 제거됨

npnexacro14.dll

npnexacrolauncher14.dll

현재 SetupEngine 을 통해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고 있어 제거할 경우 등록할 방법이 없어

이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구분 설명

3. 모바일(Android, iOS) Runtime 환경에서 가로 모드나 세로 모드로 화면을 고정하여 사용하는 기능을 추가했습

니다.

설명

setOrientation 메소드를 실행할 때 파라미터(0~3)를 사용하여 고정형태를 결정합니다.

Parameter 별 고정형태

-0 : Portrait(세로 방향으로 고정, 일반적인 세로 방향)

-1 : ReversePortrait(세로 방향으로 고정, 일반적인 세로 방향에서 180도 회전함)

-2 : LandscapeLeft(가로 방향으로 고정, 일반적인 세로 방향에서 왼쪽으로 90도 회전함)

-3 : LandscapeRight(가로 방향으로 고정, 일반적인 세로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함)

Syntax)

system.setOrientation(n);

4. Android Runtime 환경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의 goback과 goforward 메소드를 실행하면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명

goback과 goforward 메소드를 실행할 때 반환되는 결괏값(true/false)으로 성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Syntax)

var rtn = this.WebBrowser00.goback();

var rtn = this.WebBrowser00.goforward();

HTML5, iOS와 Windows Runtime은 undefined 를 반환합니다.

5. 프로젝트나 화면 등을 Generate할 때 nexacroStudio 하단의 output 창에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도록 하는 옵

션을 추가했습니다.

설명

nexacroStudio 메뉴 중 Tools/Options에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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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6. 프로젝트나 화면 등을 Generate할 때 nexacroStudio 하단에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스바를 추

가했습니다.

설명

프로젝트나 화면 등을 Generate 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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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42.2 변경기능

1. Grid의 cell 속성 중 editfilter에 upper를 지정하면 특수문자도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 전 영문 대문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영문 대문자 이외에 특수문자도 입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Menu와 PopupMenu의 style값 중 decbutton, incbutton을 spinupbutton, spindownbutton으로 변경했

습니다.(decbutton-->spinupbutton, incbutton-->spindownbutton )

컴포넌트 설명

변경 전

Menu
1. Menu>#incbutton

2. Menu>#decbutton

1. PopupMenu>#inc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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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pMenu 2. PopupMenu>#decbutton

변경 후

Menu
1. Menu>#spindownbutton

2. Menu>#spinupbutton

PopupMenu
1. PopupMenu>#spindownbutton

2. PopupMenu>#spinupbutton

컴포넌트 설명

3. 모바일(Android, iOS) Runtime 환경에서 Calendar 컴포넌트의 입력영역을 터치하면 숫자 키패드가 나타나도

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 전 Calendar 컴포넌트의 입력영역을 터치하면 일반 키패드가 나타납니다.

변경 후 Calendar 컴포넌트의 입력영역을 터치하면 숫자 키패드가 나타납니다.

4. Combo의 type 속성에 'filter'를 지정하고 Combo의 Edit 부분에 값을 입력하면 입력한 값으로 시작하는 리스

트만 보여주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 전 Combo의 type 속성에 'filter'를 지정하고 Combo의 Edit 부분에 값을 입력하면 입력값을 포함

한 모든 리스트가 리스트에 나타납니다.

ex)

변경 후 Combo의 type 속성에 'filter'를 지정하고 Combo의 Edit 부분에 값을 입력하면 입력한 값으로

시작하는 리스트만 나타납니다.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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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1 신규기능

1. PopupDiv의 trackPopup메소드에 bCapture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팝업이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컴포넌

트를 클릭하였을 경우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PopupDiv의 trackPopup메소드에 bCapture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파라미터 설명

bCapture trackPopup 메소드를 실행할 때 마지막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 true : 팝업이 띄워져 있는 경우 다른 컴포넌트를 클릭하였을 경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

다.

- false : 팝업이 띄워져 있는 경우 다른 컴포넌트를 클릭하였을 경우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Default Value = true]

Syntax)

PopupDiv.trackPopup(nLeft,nTop[,nWidth,nHeight],[strCallBackFunc],[bcapture])

2. Grid에 바인딩 된 Dataset의 컬럼 값에 다른 Dataset의 기능(메소드, 속성)을 입력한 경우 이 기능의 실행 결과

값을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설명

변경 전 ex)

- Grid에 바인딩 된 Dataset의 컬럼 값 : comp.parent.ds2.getColumn(0, "col")

- Grid의 출력 값 : comp.parent.ds2.getColumn(0, "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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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

- Grid에 바인딩 된 Dataset의 컬럼 값 : comp.parent.ds2.getColumn(0, "col")

- Grid의 출력 값 : 2

설명

3. 'Compile file'기능을 'Build/Compile/File' 위치에 추가하여 파일별로 'Compile'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설명

Input file에 대상 파일을 입력받아서output file 경로에 compile 하여 파일을 생성합니다.

4. 보안 브라우저 기능을 ADL(Application Definition Language)에 속성으로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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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명 OS 설명

enablecache

Windows
캐쉬(cache)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Android

iOS 구현예정

enablescreencapture

Windows
PrintScreen 키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클립보드를 비웁

니다.

Android
화면을 캡쳐하는 기능(단축버튼을 이용한 캡쳐, 캡쳐프로그램)을 사

용하지 못하도록 설정합니다.

iOS 미지원

enableclipboard

Windows
복사(Copy), 잘라내기(Cut)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합니다.

Android

iOS 미지원

enablecookie

Windows
WebBrowser 컴포넌트와 쿠키(cookie)를 공유하는 기능을 사용하

지 못하도록 설정합니다.

Android 미지원

iOS 구현예정

• Windows Runtime, Android Runtime만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iOS Runtime의 일부 기능은 구현

예정입니다.

• 위 표의 속성들은 실행 중에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enablecache 속성의 cache 제어기능은 'TypeDefinition/Services'의 'cachelevel' 설정보다 우선

합니다.

5. iOS Runtime에서 FullScreen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iOS Runtime에서 FullScreen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FullScreen을 하면 시계와 배터리등이 표시되는 상태표시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용방법 설명

plist의 속성 수정 * NX14(Launcher 프로젝트)에서 plist 항목을 수정

<key>UIStatusBarHidden</key>

<true/>

<key>UIViewControllerBasedStatusBarAppearance</key>

<false/>

* status bar is initially hidden = YES

● view controller-based status bar appearance = NO

AppDelegate.m 파일 수정 AppDelegate.m 파일에서 기존 initWithLoader 항목을 아래 변경내용 처럼 'fullScreen' 으로

변경

*기존

AppViewController* controller = [[AppViewController alloc] initWithLoader:n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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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AppViewController* controller = [[AppViewController alloc] initWithLoader:nView full

Screen:YES];

initWithLoader:fullScreen 을 추가하고 fullScreen값을 YES로 수정

iOS Runtime에서 FullScreen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FullScreen을 하면 시계와 배터리등이 표시되는 상태표시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용방법 설명

6. nexacro Studio의 '파일에서 찾기'(Find In Files) 기능에 단축키(ctrl+shift+f)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nexacro Studio의 '파일에서 찾기'(Find In Files) 기능에 단축키(ctrl+shift+f)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단축키 화면예

ctrl+shift+f

43.2 변경기능

1. nexacro Studio의 'File/Save the Project as Compress js', 'File/Save the Project as Compiled js' 메뉴가 '

Build/Compress/Project', 'Build/Compile/Project' 으로 각각 이동했습니다.

구문 설명

-Compress : File/Save the Project as Compress JS

-Compile : File/Save the Project as Compiled 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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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Compress : Build/Compress/Project

-Compile : Build/Compile/Project, Build/Compile/File

구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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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설명

2. nexacrocompressor.exe 실행 옵션 중 '-F' 옵션으로 입력한 파일들은 '-Compile' 옵션과 함께 사용될 경우 X

ML 파일(확장자가 '.xml'인 파일)도 Compile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 전 nexacrocompressor.exe의 실행 옵션 중 '-F' 옵션으로 입력한 파일들은 '-Compile' 옵션과 함

께 사용될 경우 XML 파일(확장자가 '.xml'인 파일)은 Compile 대상이 아닙니다.

변경 후 nexacrocompressor.exe의 실행 옵션 중 '-F' 옵션으로 입력한 파일들은 '-Compile' 옵션과 함

께 사용될 경우 XML 파일(확장자가 '.xml'인 파일)도 Compile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했습

니다.

nexacrocompressor.exe의 사용법 및 옵션에 대한 설명은 관리자 가이드를 참고합니다.

URL : http://docs.tobesoft.com/admin_guide_nexacro_14_ko#40eb915f67149de3

3. 사용자가 httptimeout 속성에 오버플로(overflow) 해당하는 값(2,147,483,648 이상)을 입력한 경우 무한대

기 값(0)으로 변경하도록 예외처리를 했습니다.

설명

변경 전 사용자가 httptimeout 속성에 오버플로(overflow) 해당하는 값을 입력한 경우 오버플로 에러

가 발생했습니다.

변경 후 사용자가 httptimeout 속성에 오버플로(overflow) 해당하는 값을 입력한 경우 무한대기 값(0)

으로 변경하도록 예외처리를 했습니다.

4. Grid의 fillareatype 속성의 값을 'linerow'로 설정했을 때 데이타가 없는 로우(row)의 expandshow 속성값이

'show'일 때 expand 이미지가 나오지 않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 전 Grid의 fillareatype 속성의 값을 'linerow'로 설정 시 데이타가 없는 로우(row)의 expandsho

w 속성값이 'show'일 때 expand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http://docs.tobesoft.com/admin_guide_nexacro_14_ko#40eb915f67149d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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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Grid의 fillareatype 속성의 값을 'linerow'로 설정 시 데이타가 없는 로우(row)의 expandsho

w 속성값이 'show'일 때 expand 이미지가 나오지 않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5. Grid의 getCellproperty 메소드의 리턴 값을 String형에서 Object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설명

변경 전 Grid의 getCellproperty 메소드의 리턴 값을 String형으로 반환합니다.

ex) Grid Cell의 align 속성을 'center middle'로 변경

: 다음 내용을 실행하고 rtn값을 trace 메소드로 출력하면 'align:center middle'을 출력

var rtn = this.Grid00.getCellProperty("body", 0, "style");

trace(rtn)

변경 후 Grid의 getCellproperty 메소드의 리턴 값을 Object형으로 반환합니다.

ex) Grid Cell의 align 속성을 'center middle'로 변경

: 다음 내용을 실행하고 rtn값을 trace 메소드로 출력하면 '[object Object]'을 출력

var rtn = this.Grid00.getCellProperty("body", 0, "style");

trace(rtn)

기존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스코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ex)

var rtn = this.Grid00.getCellProperty("body", 0, "style").align;	

trace(rtn);

// or

var rtn = this.Grid00.getCellProperty("body", 0, "style");	

trace(rtn.al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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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4.1 신규기능

1. 컴포넌트의 글자 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프로퍼티를 추가했습니다.

ChildFrame/MainFrame/Button/Calendar/CheckBox/Combo/Div/Edit/FileDownload/FileUpload/Grid/

GroupBox/ImageViewer/ListBox/MaskEdit/Menu/PopupDiv/PopupMenu/ProgressBar/에 letterspace 프로퍼티를 추가

했습니다.

프로퍼티 설명

letterspace Syntax)

Edit.style.set_letterspace(nLetterSpace); // set

Edit.style.letterspace; // get

Remark)

- 픽셀 단위로 글자간격을 지정합니다.

- 글자간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브라우저(nexacro 브라우저 포함)별 동작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큰 음수값으로 인해 글자가 뒤집히는 경우 오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모 Component에 적용 시 Control에 모두 적용됩니다.

2. Excel import할 때, wait cursor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내용

변경전
Excel Import할때,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를 대비하여 wait cursor의 작동/중지를 수동으로코

딩 했었습니다.

변경후
wait cursor가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코딩한 wait cursor부분을 삭제 해야만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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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cel export할 때, export대상이 되는 data에 대해서 mask적용여부를 선택하는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exportData() 메소드에 bOrgValue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파라미터 설명

bOrgValue ExportItemTypes.Grid일 때, export할 Data를 결정합니다.

- true : Cell에 Bind된 Dataset의 value를 export합니다.

- false : Cell의 Display Text를 export합니다.

[Default Value = false]

Syntax)

ExcelExportObject.exportData([vParam, dsParam, bOrgValue])

4. 넥사크로 스튜디오 14에서 파일저장 시 Auto Generate 수행여부의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Options 창에서 설정할 수 있음

[Menu > Tools > Options > Environment > Build > Auto Generate]

- "Auto generate when file saved" 옵션 체크 : 파일저장 시 Auto Generate 수행합니다.(Default)

- "Auto generate when file saved" 옵션 체크해제 : 파일저장 시 Auto Generate 수행하지 않습니다.



2016-02-23 (2월 정기버전) | 383

과거버전의(2월정기 이전) 넥사크로 스튜디오 14에서는 파일저장 시 항상 Auto Generate를 수행합니

다.

44.2 변경기능

1. TextArea에 padding 설정 시, TextArea의 text에만 padding을 적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TextArea에 padding 설정 시, 내부 Scrollbar에도 padding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경후 TextArea에 padding 설정 시, TextArea의 text에만 padding을 적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LiteDBStatement의 executeUpdate 메소드에서 모든 쿼리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단, Select

쿼리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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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경전 LiteDBStatement의 executeUpdate 메소드는 Insert, Update, Delete 쿼리문만 수행할 수 있

습니다.

변경후 LiteDBStatement의 executeUpdate 메소드에서 모든 쿼리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

다.(단, Select 쿼리문 제외)

Select 쿼리문은 executeQuery 메소드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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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5.1 신규기능

1.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프로퍼티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프로퍼티를 추가했습니다.

Calendar/Combo/Edit/MaskEdit/Spin/TextArea에 displaynulltextcolor 프로퍼티를 추가했습니다.

프로퍼티 설명

displaynulltextcolor Syntax)

Edit.style.set_displaynulltextcolor(stxColor);

Edit.style.displaynulltextcolor;

stxColor)

displaynulltext 프로퍼티 색상을 설정합니다.

- Default : "red"

- 직접 RGB 값 혹은 색상명을 입력하여 설정합니다.

45.2 변경기능

1. Calendar의 날짜 영역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 시 각 년/월/일 영역별로 선택되도록 변경했습니다.(MaskEdit 동

일처리)

설명

변경전 Calendar의 날짜 영역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 시 전체 날짜가 선택됩니다.

변경후 Calendar의 날짜 영역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 시 각 년/월/일 영역별로 선택되도록 변경했습니다.



2015-12-29 (12월 정기버전)

46.

nexacro14의 12월 정기버전은 신규 및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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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1 변경기능

1. SSL 통신 시 사설인증서인 경우 통신이 되지않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SSL 통신 시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사설인증서인 경우에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변경후 SSL 통신 시 사설인증서인 경우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2. Grid에서 celltype 프로퍼티가 "textarea"인 Cell이 입력모드일 때 "Enter Key" 입력 시 입력모드가 해제되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Grid에서 celltype 프로퍼티가 "textarea"인 Cell이 입력모드일 때 "Enter Key" 입력 시 문자열

이 개행됩니다.

변경후 Grid에서 celltype 프로퍼티가 "textarea"인 Cell이 입력모드일 때 "Enter Key" 입력 시 입력모

드가 해제됩니다.

3. Grid에서 celltype 프로퍼티가 "textarea"인 Cell이 입력모드일때 "Ctrl/Alt/Shift Key + Enter Key" 입력 시 문

자열이 개행되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celltype이 "textarea"인 Cell 영역에 "Shift Key + Enter Key" 입력 시 문자열이 개행됩니다.

변경후 celltype이 "textarea"인 Cell 영역에 "Ctrl/Alt/Shift Key + Enter Key" 입력 시 문자열이 개행

됩니다.

Web browser 환경에서는 browser의 HOTKEY 기능으로 인하여 다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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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1 신규기능

1. 넥사크로 스튜디오 14에서 프로젝트 컴파일 시 JS 소스를 난독화시키는 Compile JS 옵션을 추가했습니다.(win

dows Runtime만 지원)

I. Deploy Wizard

Deploy Wizard 창에 Runtime 전용 속성인 Compile JS file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옵션을 사용하면 Compile된 결과물을 Output Path 하위의 _Compiled 폴더에 생성됩니다.

(ex> C:\test\_Compiled)

II. Save the Project as Comress 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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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Save the Project as Comress JS]에서 Compile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옵션을 사용하면 Compile된 결과물을 Output Path 하위의 _Compiled 폴더에 생성됩니다.

(ex> C:\test\_Compiled)

III. Save the Project as Compile JS

[File – Save the Project as Compile JS]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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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1 신규기능

1. FileDownload에 파일의 저장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download() 메소드에 strTargetPath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파라미터 설명

strTargetPath 파일의 저장위치 위치와 파일명을 지정합니다.(windows Runtime만 지원)

Syntax)

FileDownload.download([strUrl][,strTargetpath])

var bSucc = FileDownload.download("http://www.abc.com/index.html", "C:\Users\nexacro\index.html

");

strTargetPath 파라미터를 지정한 경우 [파일저장 Dialog]가 오픈되지 않고 지정한 경로에 파일이 저장

됩니다.

2. print() 메소드 수행 시 화면을 한 페이지에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print() 메소드에 bFitOnePage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파라미터 설명

bFitOnePage 화면을 한 페이지에 출력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windows Runtime만 지원)

[Default Value = false]

Syntax)

system.print(objComponent,[bDefaultPrint,[,strVAlign[,strHAlign[, bFitOnePage]]]

])

system.print(strComponentID,[bDefaultPrint,[,strVAlign[,strHAlign[, bFitOne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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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irtualFile의 write() 메소드에 "euc-kr"을 지정하면 ANSI codepage로 인코딩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write() 메소드의 strCharset 파라미터에 "euc-kr"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설명

strCharset 기록할 파일의 CharSet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Syntax)

VirtualFile.write(varData[, strCharset])

strCharset 파라미터는 windows runtime만 지원하고, mobile은 "UTF-8"로만 동작합니다.

4. Calendar컴포넌트에 모바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 달력 UI를 사용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Calendar 컴포넌트에 popuptype 프로퍼티를 추가 했습니다.

프로퍼티 설명

popuptype Calendar의 팝업 화면 위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Syntax)

none : 팝업화면을 띄우지 않습니다.

normal : Calendar edit의 좌측 아래에 팝업화면을 띄웁니다.

center : 화면의 정 가운데 팝업화면을 띄웁니다.

system : 모바일의 경우 시스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달력UI를 띄웁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popuptype파리미터의 값을 "system"으로 할 경우 Calendar.type프로퍼티의 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 달력을 표현합니다.

49.2 변경기능

1. PlatformRequest에서 contentType을 생략 또는 null로 지정한 경우 XML, SSV 또는 BIN Type의 데이타를 처

리 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클라이언트로 부터 수신된 데이터 Type에 맞게 PlatformRequest의 contentType을 지정하야

합니다.

변경후 클라이언트로 부터 수신된 데이터 Type에 맞게 PlatformRequest의 contentType을 지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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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설명

//contentType 생략

PlatformRequest platformRequest = new PlatformRequest(request.getInputStream());

//contentType null 지정

PlatformRequest platformRequest = new PlatformRequest(request.getInputStream(), null,strCharset

);

HttpPlaformRequest는 XML 또는 BIN Type만 처리합니다.

2. 클라이언트로 부터 압축 형태의 데이터가 수신된 경우 압축 프로토콜 형식(addProtocolType)을 추가하지 않아

도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클라이언트로 부터 압축 형태의 데이터가 수신된 경우 압축 프로토콜 형식을 추가해야 합니다.

변경후 클라이언트로 부터 압축 형태의 데이터가 수신된 경우 압축 프로토콜 형식을 추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PlatformRequest platformRequest = new HttpPlatformRequest(request.getInputStream(), null,

strCharset);

//프로토콜 형식 추가없이 압축 데이터 자동처리

//platformRequest.addProtocolType(PlatformType.PROTOCOL_TYPE_ZLIB);

압축 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할 경우에는 압축 프로토콜 형식(addProtocolType)을 추가해야합

니다.

platformResponse.addProtocolType(PlatformType.PROTOCOL_TYPE_ZLIB);



2015-08-25 (8월 정기버전)

50.

50.1 신규기능

1. 넥사크로 스튜디오 14에서 TypeDefinition의 "CSS" Services type을 추가했습니다.

CSS Service에 존재하는 xxx.css 파일은 xxx.css.js 파일로 Generate 됩니다.

2. 넥사크로 스튜디오 14에서 Tray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I. ADL에서 Tray 오브젝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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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에 Tray 오브젝트가 생성됨

II. 생성된 Tray 오브젝트의 items 속성에서 "Edit Items:TrayPopupMenuItems" 창을 띄워 item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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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런타임 실행 시 Tray가 활성화 되며, trackPopup() 메소드를 사용하여 TrayPopupMenuItem을 실행합니

다.

TrayPopupMenuItem를 실행하는 스크립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this.Tray0_onlbuttonup = function(obj:Tray, e:nexacro.MouseEvent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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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items["item00"].trackPopup();

}

3. Widget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Widget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메소드 설명

open Application.open() 메소드의 strOpenStyle 파라미터에 “widget=true” 값을 지정한 경우 Wi

dget으로 실행됩니다.

setIconWidget 작업 표시줄에 보여질 Widget 아이콘을 설정하는 메소드입니다.

Syntax)

application.setIconWidget(widgetId, strWidgetIconPath)

Parameters)

widgetId(String type) : Widget의 id

strWidgetIconPath(String type) : 작업표시줄에 표시 될 icon의 URL

setTopmostWidget Widget을 화면 최상위에 보여줄지 여부를 설정하는 메소드입니다.

Syntax)

application.setTopmostWidget(strWidgetId, bWidgetTopmost)

Parameters)

strWidgetId(String type) : Widget의 id

bWidgetTopmost(Boolean type) : Widget을 화면 최상위에 보여줄지 여부

Widget 처리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넥사크로플랫폼 14 / 개발자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Calendar에서 dateformat/editformat 속성의 "SHORTDATE"/"LONGDATE"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dateformat/editformat 속성의 "SHORTDATE"/"LONGDATE"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파라미터 설명

"SHORTDATE"

"LONGDATE"

"SHORTDATE" :

지정된 로케일 정보(지정되지 않은 경우 OS 기본 로케일)의 날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 형식으

로 적용됩니다.

"LONGDATE" :

지정된 로케일 정보(지정되지 않은 경우 OS 기본 로케일)의 날짜 형식에서 '자세한 날짜' 형식으

로 적용됩니다.

Syntax)

Calendar.set_dateformat("SHORTDATE");

Calendar.set_dateformat("LONG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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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set_editformat("SHORTDATE");

Calendar.set_editformat("LONGDATE");

dateformat/editformat 속성의 "SHORTDATE"/"LONGDATE"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파라미터 설명

5. Grid.Cell에서 mask 속성의 "SHORTDATE"/"LONGDATE"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mask 속성의 "SHORTDATE"/"LONGDATE"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파라미터 설명

"SHORTDATE"

"LONGDATE"

"SHORTDATE" :

지정된 로케일 정보(지정되지 않은 경우 OS 기본 로케일)의 날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 형식으

로 적용됩니다.

"LONGDATE" :

지정된 로케일 정보(지정되지 않은 경우 OS 기본 로케일)의 날짜 형식에서 '자세한 날짜' 형식으

로 적용됩니다.

Syntax)

Grid.setCellProperty("Body", 0, "mask", "SHORTDATE");

Grid.setCellProperty("Body", 0, "mask", "LONGDATE");

제약사항)

ExcelExport 시 "LONGDATE"로 설정하더라도 "SHORTDATE"로 동작하며,

아래의 로케일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ar_AE"/"ar_BH"/"ar_DZ"/"ar_EG"/"ar_IQ"/"ar_JO"/"ar_KW"/"ar_LB"/"ar_LY"/"ar_MA"/"ar_OM

"/"ar_QA"/"ar_SA"/"ar_SY"/"ar_TN"/"ar_YE"/"de_DE"/"he_IL"

메뉴얼 참조)

Objects > XComponents > Grid > Objects > Cell > Property > mask

6. MaskEdit/Calendar/Grid.Cell에서 다국어를 적용할 수 있는 locale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locale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프로퍼티 설명

locale 로케일(locale)을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locale 속성은 'language[_country]' 형식의 문자열로 설정합니다.

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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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Edit.set_locale("ko_KR");

Calendar.set_locale("en_US");

Grid.setCellProperty("Body", 0, "locale", "ja_JP");

locale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프로퍼티 설명

7. nexacro.Number에서 지정한 로케일 형식으로 숫자를 변환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nexacro.Number에서 toLocaleString()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메소드 설명

toLocaleString 현재 또는 지정한 로케일을 사용해 문자열로 변환된 숫자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strLocale은 'language[_country]' 형식으로 작성된 문자열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로케일 사용)

Syntax)

nexacro.Number.toLocaleString([strLocale])

Parameters)

strLocale : 'language[_country]' 형식의 문자열

var num = new nexacro.Number(1234567);

trace(num.toLocaleString("te_IN"));

8. Grid에서 각 Row별로 Cell을 병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Grid에서 setFakeMerge()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메소드 설명

setFakeMerge 병합된 Cell 영역을 포함하여 재병합 시 병합된 영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Syntax)

Grid.setFakeMerge(nStartColumn,nEndColumn,nStartRow,nEndRow,[nStartSubrow, nEnd

Subrow])

9. Grid에서 클릭한 cell 영역의 정보를 가져 올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GridClickEventInfo 오브젝트에서 clickitem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속성 설명

clickitem 클릭한 cell 영역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Syntax)

GridClickEventInfo.click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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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에서 oncellclick/oncelldblclick/onheadclick/onheaddblclick/onsummclick

/onsummdblclick 이벤트 처리 시 참조할 수 있음

GridClickEventInfo 오브젝트에서 clickitem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속성 설명

50.2 변경기능

1. 웹접근성에서 Grid의 label 속성값이 없는 경우 Grid.id를 읽어주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웹접근성에서 Grid의 label 속성값이 없는 경우 아무것도 읽어주지 않습니다.

변경후 웹접근성에서 Grid의 label 속성값이 없는 경우 Grid.id를 읽어주도록 변경했습니다.

2. Meun의 item들이 Menu 크기를 넘어갈 경우 좌/우 스핀버튼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Meun의 item들이 Menu 크기를 넘어갈 경우 숨겨져 있는 item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변경후 Meun의 item들이 Menu 크기를 넘어갈 경우 스핀버튼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숨겨져 있는 it

em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Meun에서 오픈된 popupmenu가 프레임을 벗어날 경우 상/하 스핀버튼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도록 변경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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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경전 Meun에서 오픈된 popupmenu가 프레임을 벗어날 경우 숨겨져 있는 subitem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변경후 Meun에서 오픈된 popupmenu가 프레임을 벗어날 경우 상하 스핀버튼이 자동으로 활성화되

어 숨겨져 있는 subitem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상위 Object의 로케일 정보를 상속받아 동작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하위 Object의 locale 속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상위 Object의 locale 정보를 상속받지 않았

습니다.

변경후 하위 Object의 locale 속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상위 Object의 locale 정보를 상속받아 동작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locale 상하관계(왼쪽이 상위 locale) : [system.locale > application.locale > Form.locale > Compo

nent.locale]

5. 넥사크로 스튜디오 14 해외버전에서 default.theme의 font값을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default.theme의 font 값이 "Dotum"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변경후 default.theme의 font 값이 "MS Gothic"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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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1.1 신규기능

1. Grid의 row 틀을 고정할 수 있는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Grid에 setFixedRow()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메소드 설명

setFixedRow Syntax)

Grid.setFixedRow(nRowIndex);

nRowindex)

데이터 기준 row index를 지정

- 0~n: Bodyband의 0번째 행부터 지정한 행 인덱스까지 틀 고정

- -1: 틀 고정 해제

제약사항

Grid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Main Frame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showModalWindow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system.showModalWindow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메소드 설명

showModalWindow 별도의 팝업창으로 띄우는 showModal 기능으로 Main Frame 밖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

크립트는 Sync로 처리되며, showModalWindow 호출 이전에 열려있는 화면은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var cf = new ChildFrame;

cf.init("cf_modal", "absolute", 0, 0, 500, 500);

cf.set_formurl("Base::button.xf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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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ret = system.showModalWindow(

cf,

"cf_modal",

this.getOwnerFrame(),

{a:'aaa', b:'bbb'},

this

);

3. 넥사크로 스튜디오 14에서 디자인 화면에서 컴포넌트의 Z-Order를 tab order 순서대로 변경하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Form을 편집할 때 메뉴에서 [Design > Arrange >Arrange to Taborder]를 선택하면, tab order 순서대로 Z-

Order를 변경하기 위해 소스 코드를 재배치합니다.

<!-- Arrange to Taborder 실행 전 -->

<Button id="Button01" taborder="1" .../>

<Button id="Button02" taborder="2" .../>

<Button id="Button03" taborder="3" .../>

<Button id="Button00" taborder="0" .../>

<!-- Arrange to Taborder 실행 후 -->

<Button id="Button00" taborder="0" .../>

<Button id="Button01" taborder="1" .../>

<Button id="Button02" taborder="2" .../>

<Button id="Button03" taborder="3" .../>

4. 넥사크로 스튜디오 14에서 generate 시 화면의 컴포넌트를 tab order 순서대로 생성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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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 하기 전에 Options 창에서 설정할 수 있음

[Menu > Tools > Options > Build]

- Z-Order: 컴포넌트 생성 순서에 따라서 generate (Default)

- Tab Order: 컴포넌트 tab order 순서대로 generate

5. 넥사크로 스튜디오 14에서 컴포넌트 tab order 설정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I. Static 컴포넌트의 taborder 속성을 속성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II. "tab order edit" 모드일 때 마우스로 겹쳐진 컴포넌트(맨 앞의 컴포넌트가 뒤에 컴포넌트를 모두 감싸고

있을 경우)를 선택하면 맨 앞에 있는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아래로 정렬되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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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순서는 맨 앞에 있는 컴포넌트부터 바로 뒤에 있는 컴포넌트 순서로 정렬함.

III. "tab order edit" 모드일 때 tab key를 누르면 컴포넌트의 taborder 순서대로 컴포넌트가 활성화되도록

기능 개선.

IV. "tab order edit" 모드일 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Accessibility Simulation Mode"를 선택할 수 있으

며 이 모드를 활성화 시켰을 경우 tab key를 누르면 Accessibility 기준으로 컴포넌트가 활성화되는 기능

추가.

V. "Tab Order List"기능을 추가.

이 기능은 넥사크로 스튜디오 디자인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거나 메뉴에서 [Design > Tab Order Li

st] 항목을 선택

"Tab Order List" 메뉴를 선택하면 "Tab Order List" 창이 띄워지며 편집 중인 컴포넌트들을 목록 형태로

확인하고 tab order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6. 넥사크로 스튜디오 14에서 Dataset Contents Editor 창에서 Column 속성에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descri

ption"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항목의 값은 XML 상으로는 저장, 관리되나 Generate 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발 시 해당 항목에 칼럼에 대한 설명과 쓰임새 등을 주석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다.

7. ExcelExportObject의 addExportItem 메소드 파라미터 중 Suppress의 출력방식을 지정하는 strExportMerg

e 파라미터에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addExportItem 메소드 strExportMerge 파라미터에 "merge"옵션을 추가했습니다.

파라미터 설명

strExportMerge strExportMerge)

ExportItemType이 Grid인 경우 Suppress의 출력방식

- "", "suppress": Grid Suppress 된 결과대로 1개만 출력 (Default)

- "nosuppress": Suppress를 무시하고 각 Record에 모두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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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ge": Grid Suppress 된 결과대로 1개의 셀로 병합되어 출력

addExportItem 메소드 strExportMerge 파라미터에 "merge"옵션을 추가했습니다.

파라미터 설명

8. Grid에서 row의 size를 변경시킨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를 추가했습니다.

Grid에 onrowresized 이벤트와 GridSizeChangedEventInfo 오브젝트를 추가했습니다.

이벤트 설명

onrowresized Syntax)

onrowresized(obj:Grid,e:nexacro.GridSizeChangedEventInfo);

9. Grid에서 column의 size를 변경시킨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를 추가했습니다.

Grid에 oncolresized 이벤트를 추가했습니다.

이벤트 설명

oncolresized Syntax)

oncolresized(obj:Grid,e:nexacro.GridSizeChangedEventInfo);

10. execNexacro 메소드에 엔진 내부 통신 및 기타 Manager가 동시에 실행하는 thread 수를 지정하는 옵션을 추

가했습니다.

매뉴얼에 기능은 표시되어 있었지만 구현되어 있지 않은 기능이었습니다

옵션 설명

- THR 엔진 내부 통신 및 기타 Manager가 동시에 실행하는 thread 수를 지정함.

동시 실행 가능한 thread 개수는 최소 3개, 최대 10개이며 미지정 시 3개를 수행함

system.execNexacro("-K \"key\" -THR \"10\" -S \"file://C:\\ prj1\\start.json\"");

11. 한셀 타입 문서를 import/export 하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ExcelImportObject의 importtype 속성에 HANCELL2014 타입을 추가했습니다.

ExcelExportObject의 exporttype 속성에 HANCELL2010, HANCELL2014 타입을 추가했습니다.

속성 설명

importtype ExcelImportObject가 가져올 대상 문서 타입을 지정하는 속성.

Syntax)

ExcelImportObject.set_importtype(ImportTypes)

ImportTypes)

- nexacro.ImportTypes.EXCEL: 엑셀 97~2003 (xls 파일)

- nexacro.ImportTypes.EXCEL2007: 엑셀 2007 이상 (xlsx 파일)

- nexacro.ImportTypes.HANCELL2014 : 한셀 2014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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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1. 한셀 2010 버전은 바이너리 방식이라 내보내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porttype ExcelExportObject가 내보낼 대상 문서 타입을 지정하는 속성.

Syntax)

ExcelExportObject.set_exporttype(ExmportTypes)

ExportTypes)

- nexacro.ExportTypes.EXCEL: 엑셀 97~2003 (xls 파일)

- nexacro.ExportTypes.EXCEL2007: 엑셀 2007 이상 (xlsx 파일)

- nexacro.ExportTypes.HANCELL2010: 한셀 2010 버전

- nexacro.ExportTypes.HANCELL2014 : 한셀 2014 버전

ExcelImportObject의 importtype 속성에 HANCELL2014 타입을 추가했습니다.

ExcelExportObject의 exporttype 속성에 HANCELL2010, HANCELL2014 타입을 추가했습니다.

속성 설명

한셀은 한컴 오피스에 포함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Hancom#Product_List

51.2 변경기능

1. 마우스 드래그로 Grid의 cell 영역을 선택할 때 마우스 커서가 Grid를 벗어나도 cell 영역선택이 가능하도록 변

경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Grid에 스크롤이있는 cell을 마우스드래그로영역을선택할때 마우스 커서가 Grid를 벗어나면

Grid의 스크롤이 이동하지 않고 숨겨진 cell 영역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변경후 Grid에 스크롤이있는 cell을 마우스드래그로영역을선택할때 마우스 커서가 Grid를 벗어나면,

벗어난 방향으로 Grid의 스크롤이 이동하면서 숨겨진 cell 영역을 선택합니다.

2. Grid의 개별 row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Grid의 extendsizetype를 “row”로 설정한 후 cellsizingtype 속성값을 "row" 또는 "both"로

설정하여도 마우스로 각 row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변경후 Grid의 extendsizetype를 “row”로 설정한 후 cellsizingtype 속성값을 "row" 또는 "both"로

설정할 경우 마우스로 각 row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Hancom#Product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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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inframe 오브젝트의 zoomcombo 속성값을 변경할 때 mainframe 내부에 포함된 childframe의 비율을 조

정하는 기능을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mainframe 오브젝트의 zoomcombo 속성값을 변경하면 mainframe 내부에 활성화된 childfr

ame의 비율이 변합니다.

변경후 mainframe 오브젝트의 zoomcombo 속성값을 변경하면 mainframe 내부에 포함된 모든 chil

dframe의 비율이 변합니다.

4. saveToImage 메소드명을 saveToImageFile로 변경했습니다.

saveToImage 메소드로 저장되는 이미지의 형태가 '파일'인지 '오브젝트'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saveToImageFile 메소드로 명칭을 변경하여 저장되는 이미지가 '파일' 형태로 저장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

니다.

이전에 개발된 코드에 포함된 saveToImage 메소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발되는 코드는 saveToImageFile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Plugin의 callMethod의 인자 값 개수를 제한하지 않고 입력된 인자 값을 모두 처리 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Plugin의 callMethod의 인자 값을 9개까지만 처리함.

변경후 Plugin의 callMethod의 인자 값을 제한하지 않고 입력한 인자 값을 모두 처리함.

6. 숫자만 입력 가능한 컴포넌트의 경우 디바이스에서 숫자 키패드를 띄우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입력가능 한 컴포넌트의 경우 기본 문자 키패드가 올라옴

변경후 숫자만 입력 가능할 경우 숫자 키패드가 올라옴(아래 항목만 지원 가능)

- Edit의 inputtype이 “number”일 경우 숫자 키패드가 올라옴

- MaskEdit의 type이 “number”일 경우 숫자 키패드가 올라옴

- Spin의 경우 숫자 키패드가 올라옴

- Grid의 cell 오브젝트의 editfilter가 “number”일 경우 숫자 키패드가 올라옴

- Grid의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이 “masknumber”일 경우 숫자 키패드가 올라옴

7.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Geolocation.watchstop() 메소드 실행 시 환경설정(location 설정) 화면이 나타나

지 않고 위치정보 모니터링을 종료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Geolocation.watchstop() 메소드 실행 시 환경설정(location 설정) 화면이 나타나면서 사용자

가 직접 종료하도록 유도함

변경후 Geolocation.watchstop() 메소드 실행 시 환경설정(location 설정) 화면이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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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의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면서 지속해서 발생하던 onrecvsuccess 이벤트가 멈춤.

제약사항

Geolocation.watchstop() 메소드 실행 시 디바이스 상단 타이틀바에 GPS 표시가 지속해서 깜

빡이는 증상. (배터리 소모가 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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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2.1 신규기능

1. 비밀번호가 걸린 Excel 파일을 import하는 기능을 nexacro-xeni.war에 추가했습니다.

importObj.importData 메소드의 아규먼트 "filepassword" 를 추가했습니다.

Argument 설명

filepassword "filepassword" 아규먼트에 엑셀파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import함.

ex)

//import 할 엑셀파일 비밀번호

var filepassword = "11111";

//filepassword argument에 비밀번호 값을 넣어서 호출

this.importObj.importData("[importSource]", "[importRange]",

"[strOutDatasets]","filepassword="+filepassword);

2. Grid의 format 정보를 동적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변경 이전의 format 정보를 가져오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Grid.getCurFormatString 메소드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Grid의 format 정보를 동적으로(setCellProperty 메소드 등을 사용하여 변경) 변경했을 때 변경된 format 정보와 변경 이전 fo

rmat 정보 중 어떤 것을 가져올지 결정하는 파라미터.

Syntax)

Grid.getCurFormatString([bOrginal])

- bOrginal = false : 동적으로 format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format XML 반환 (default)

- bOrginal = true : 동적으로 format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Original format XML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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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변경기능

1. Dataset 과 바인딩 된 Grid에서 선택된 row를 Dataset.deleteRow 메소드로 삭제했을 때

canrowposchange 이벤트와 onrowpos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Dataset 과 바인딩 된 Grid에서 선택된 row를 Dataset.deleteRow 메소드로 삭제 했을 때

canrowposchange 이벤트와 onrowpos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음

변경후 Dataset 과 바인딩 된 Grid에서 선택된 row를 Dataset.deleteRow 메소드로 삭제 했을 때

canrowposchange 이벤트와 onrowposchanged 이벤트가 발생함

위의 변경기능으로 인해 영향이 있는 사용자는 canrowposchange 이벤트와 onrowposchanged 이벤

트의 function 첫 줄에 스크립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this.Dataset00_canrowposchange = function(obj:Dataset,e:nexacro.DSRowPosChangeEventInfo)

{

if(e.reason == 53 || (e.reason == 51 && e.oldrow == obj.rowcount) || (e.oldrow >= 0 && obj.

rowcount == 0 ))

{

return;

}

...

};

this.Dataset00_onrowposchanged = function(obj:Dataset,e:nexacro.DSRowPosChangeEventInfo)

{

if(e.reason == 53 )

{

return;

}

...

};

2. Dataset과 바인딩 된 Grid에서 Dataset을 deleteAll, clearData, clear 메소드로 삭제 했을 때canrowposcha

nge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변경 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Dataset 과 바인딩 된 Grid에서 Dataset을 deleteAll, clearData, clear 메소드로 삭제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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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rowposchange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음

변경후 Dataset 과 바인딩 된 Grid에서 Dataset을 deleteAll, clearData, clear 메소드로 삭제 했을 때

canrowposchange 이벤트가 발생함

설명

위의 변경기능으로 인해 영향이 있는 사용자는 canrowposchange 이벤트의 function 첫 줄에 스크립

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this.Dataset00_canrowposchange = function(obj:Dataset,e:nexacro.DSRowPosChangeEventInfo)

{

if(e.reason == 53 || (e.reason == 51 && e.oldrow == obj.rowcount) || (e.oldrow >= 0 && obj.

rowcount == 0 ))

{

retur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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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3.1 신규기능

1. Transaction시 iOS에서 Compress로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2. Desktop nexacro browser를 배포 할 경우 start.json의 위치와 다른 위치(IP그룹 및 도메인이 다른 곳에 위치)

의 파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Application에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속성 설명

networksecurlevel TCP 또는 HTTP 등의 소켓통신을 사용해 원격서버에 접근할 때 보안 레벨을 설정함

Syntax)

application.set_networksecurelevel(strAccess) // set

application.networksecurelevel // get

Setting Syntax)

Private : D Class내의 도메인으로만 접근(default)

all : 모든 도메인으로의 접근을 허용

3. FileDownload 시에 다운로드 되는 로컬 경로와 파일명을 가져 올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FileDownloadEventInfo에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속성 설명

targetfullpath 다운로드된 파일의 경로 값을 가진 속성

Syntax)

FileDownloadEventInfo.targetfullpath

FileDownload에서 onsuccess 이벤트 처리 시 참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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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변경기능

1. ExcelExportObject 사용 시 2개 이상의 Grid의 내용을 각각의 sheet가 아닌 한 개의 sheet에 export하도록 기

능을 변경했습니다.

Nexacro-xeni.jar를 수정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2개 이상의 Grid를 하나의 sheet로 지정하여 export 할 경우 error 발생함

변경후 2개 이상의 Grid를 하나의 sheet로 지정하여 export 할 경우 지정된 sheet에 각 Grid를export

함

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 HTML5전용 라이선스를 입력하여도 [Runtime]으로 Launch Project, Quickview를 실행

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HTML5전용 라이선스를 입력할 경우 Build 툴바에서 [Runtime]을 선

택 할 수 없음

변경후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HTML5전용 라이선스를 입력할 경우 Build 툴바에서 [Runtime]을 선

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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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4.1 신규기능

1. Combo 컴포넌트에 Combo의 기본 입력 언어를 선택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관련된 imemode 속성값을 추가했습니다.

2. Grid의 cell object에 기본 입력 언어를 선택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관련된 editimemode 속성값을 추가했습니다.

3. Excel import시 sheet정보를 가져오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관련된 importData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메소드 설명

importData Import를 수행하는 메소드입니다.

Syntax)

importData(importSource,importRange,strOutDatasets[,strArgument])

- importRange 문법 추가

Range

> Sheet!Cell:Cell

> 지정한 범위를 output 데이타셋으로 반환. 기존 동작

> 시작셀 지정 생략 시 "A1"

> 마지막셀 지정 생략 시 데이터가 존재하는 컬럼 및 레코드 모두 포함

[Command=strcommand;Output=dsname;Head=range;Body=range]

> Command : getsheetlist=시트목록 조회, getsheetdata=시트데이타 조회, 생략 시 시트데

이타 조회

> Output : 결과를 전달받을 데이타셋 이름, 생략 시 output1, output2… 로 자동 생성

> Head : 헤드 컬럼 영역, 생략 시 컬럼명은 Column0,Column1… 로 자동 생성

> Body : 바디 컬럼 영역, 생략 시 모든 레코드 반환

Ex1)

[Command=getsheetlist;Output=sheetlist]

> 전체시트목록을 sheetlist 데이타셋으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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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utDatasets : "Dataset01=sheetlist"

Ex2)

[Command=getsheetlist;Output=sheetlist][Output=output1;Head=Range;Body=Range][O

utput=output2;Head=Range;Body=Range]

> 전체시트목록을 sheetlist 데이타셋으로 반환, 지정된 시트 내용을 output1, output2 데이

타셋으로 반환

> strOutDatasets : "Dataset01=sheetlist Dataset02=output1 Dataset03=output2"

Ex3)

[Command=getsheetdata;Output=sheet1;Head=Range;Body=Range][Output=sheet2;Head=R

ange;Body=Range]

> sheet1, sheet2 를 두 개의 데이타셋으로 반환

> strOutDatasets : "Dataset01=sheet1, Dataset02=sheet2"

Ex4)

[Command=getsheetdata;Output:sheet1;Body:Range]

> sheet1 을 sheet1 데이타셋으로 반환. 컬럼명은 Column0,Column1… 로 자동 생성

> strOutDatasets : "Dataset01=sheet1"

관련된 importData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메소드 설명

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 nexacro mobile hybrid application을 빌드하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Archive > Package Builder 메뉴를 이용하여 PackageBuilder서버에 mobile applicatio

n빌드 작업을 요청하면 넥사크로 스튜디오가 빌드된 mobile application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QR code를 제

공하는 기능입니다.

5. TypeDefinition파일 내부 Components그룹 내 Protocol type의 Component를 Protocols그룹으로 변경 추

가 했습니다.

default_typedef.xml 스크립트 변경

설명

변경전 <Component type="Protocol" id="Protocol00" classname="Protocol00"/>

변경후 <Protocols>

<Protocol id="Protocol00" classname="Protocol00" devicetype="HTML5">

</Protocols>

자세한 내용은 넥사크로 스튜디오 가이드

(http://docs.tobesoft.com/nexacro_studio_guide_nexacro_14_k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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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typedef.xml 버전 변경

설명

변경전 <TypeDefinition version="1.1" >

변경후 <TypeDefinition version="1.2" >

다음의 경우 TypeDefinition version을 변경 합니다.

1) Data Protocol 기능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 default_typedef.xml 파일에 “<Component type="Protocol" …"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 프로젝트 오픈시 자동으로 TypeDefinition version이 변경됨.

2) Archive 기능을 활용하는 모바일 프로젝트

- Project 파일(.xprj)에 “<ArchiveInfo>.."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 Archive 정보가 존재, default_typedef.xml 반영여부 확인

Yes) Archive 정보가 default_typedef.xml파일로 옮겨지고 TypeDefinition version이 변경됨.

No) Archive 정보가 삭제되고 TypeDefinition version이 변경되지 않음.

기존 Archive용 Update정보를 XXX.xprj파일로 저장하던 것을 default_typedef.xml에 저장하도록 변경

설명

변경전 1) XXX.xprj

<ArchiveInfo>

<Update>

<Item systemtype="Android" url="">

<Os type="default" url="" engineurl="" enginesetupkey="" engineversion="">

<Device type="default" url="" engineurl="" enginesetupkey="" engineversion="" desc

="">

<Resource type="File" file="Archive00" targetpath="C:\Users\user\Documents\n

exacro\outputs" failpass="false"/>

</Device>

</Os>

</Item>

</Update>

</ArchiveInfo>

변경후 1) XXX.xprj : 내용 삭제

2) default_typedef.xml : 내용 추가

<Item systemtype="Android" url="">

<Os type="default" url="" engineurl="" enginesetupkey="" engineversion="">

<Device type="default" url="" engineurl="" enginesetupkey="" engineversion="" desc

="">

<Resource type="File" file="Archive00" targetpath="C:\Users\user\Documents\n

exacro\outputs" failpass="false"/>

</Device>

</O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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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기존 3개로 나눠져 있던 Archive 관련 항목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했습

니다.

설명

변경전 Archive 메뉴 하위에 Make Project Archive, Make Theme Archive, Make Run Template

메뉴를 이용하여 각각 생성 하였음

변경후 Archive > Make Application Archive 메뉴를 이용해 한번에 처리함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가이드(http://docs.tobesoft.com/admin_guide_nexacro_14_ko)

참조

7. Dataset의 keystring 속성에 의한 그룹 소계를 표시할 때 그룹의 첫번째 Row에 표시할 것인지 여부를 지정하

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관련된 reversesubsum 속성값을 추가했습니다.

54.2 변경기능

1. Edit에서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edit를 click하면 전체 선택되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Edit에서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edit를 click하면 text를 selected 하지 않음

변경후 Edit에서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edit를 click하면 text를 전체 select함

2. 브라우저 옵션에 상관없이 cachelevel = "none"인 것은 cache 가 적용이 되지 않도록 변경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cachelevel = "none"이어도 브라우저 옵션에 따라서 cache가 적용됨

변경후 브라우저 옵션에 상관없이 cachelevel = "none"인 것은 cache 가 적용이 되지 않음

3. Archive시 포함되는 start_android.json과 start_iOS.json파일의 구성을 변경 했습니다.

설명

변경전 "resource" : 항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archive" : 항목에 updateurl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변경후 "resource" : 항목에 updateurl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archive" : 항목을 제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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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주요 수정된 버그

1. Grid MaskEdit 사용 시 space키를 입력하면 에러 발생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2. application open 시 지정된 left, top의 값으로 동작하지 않고 0, 0으로 동작하는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3. zoommin : 100% zoommax 100% 로 설정하였는데도 핀치줌이 되는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4. Calendar Edit에 값을 키보드로 변경할 경우 bind에 반영되지 않는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5. Calender가 Bind되어 있으면 특정 동작을 하면 엔진 에러가 발생하는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6. 특정 Frame 구조에서 confirm 창을 띄운 뒤 excelexport 시 IE에서만 에러가 나는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7. TextArea값을 변수에 저장했다가 되돌리면 줄바꿈이 사라지는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8. bind된 Edit에서 값을 입력 후 enter나 tab키로 onchanged에서 showmodal 화면을 실행한 경우 Edit에 값이

사라지는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9. filedownload시 filedialog 창을 실행할 경우 form화면을 접근할 수 없도록 수정되었습니다.

54.4 참고사항

1. iOS8 버전부터 XCode에 사용자 위치정보 동의를 위한 Property list가 추가되었습니다.

런처 프로젝트의 info.list 에서 위치 관련 서비스를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2. 테마에 적용된 CSS에 ProgressBarControl, StatusBarControl이 모두 없는 경우 엑셀 Export시 오류(Progres

sBar.js(994):Uncaught TypeError: Cannot set property '0' of null)가 발생하므로 ProgressBarControl, St

atusBarControl 중 하나는 반드시 CSS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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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5.1 신규기능

1. MLM layout 정보를 가져오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canlayoutchange, onlayoutchanged에 Eventinfo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LayoutChangeEventInfo.oldlayoutwidth 변경전 레이아웃 너비

LayoutChangeEventInfo.oldlayoutheight 변경전 레이아웃 높이

LayoutChangeEventInfo.newlayoutwidth 변경된 레이아웃 너비

LayoutChangeEventInfo.newlayoutheight 변경된 레이아웃 높이

LayoutChangeEventInfo.oldlayoutscreenid 변경전 레이아웃 screenid

LayoutChangeEventInfo.newlayoutscreenid 변경된 레이아웃 screenid

Form, Div, Tabpage, PopupDiv에 getLayoutinfo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Syntax) var varProperty = getLayoutInfo ( strName, strPropID )

strName 레이아웃 이름

strPropID 얻고자 하는 레이아웃 Property 명

예) var nheight = this.getLayoutInfo ( "default", "height" );

2. FileDownload에서 downloadfilename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런타임만(모바일 제외) 지원가능합니다

3. system.getMonitorIndex API를 추가 했습니다.

다중 디스플레이 모니터 일 때 마우스 포인터 값에 가장 가까운 모니터의 번호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Syntax) system.getMonitorIndex(nCursorX, nCoursouY)

nCursorX 마우스 포인터의 x죄표값

nCursorY 마우스 포인터의 y좌표값

예) var nMoniterIndex = system.getMonitorIndex(-10,10);

4. FileUpload Component 에서 선택된 FileSize 구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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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Upload.filelist [=arrVirtualFile] 속성 추가

VirtualFile 오브젝트 중 아래 기능은 IE10 이상 버전에서 지원

VirtualFile.getFileSize()

VirtualFile.filename()

5. Application에 layoutautofittype 을 추가했습니다.

HTML5 모바일 환경에서 Device width 에 화면이 fit 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55.2 변경기능

1. 웹 접근성의 기능을 변경했습니다.

I. Grid에 표시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 body band setfocus 시 nodatatext 값을 읽어주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리드에 표시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 읽혀지는 방식을 [name] -> [name + nodatatext] 로 변경

그리드에 표시할 데이터가 있는 경우 읽혀지는 방식은 [name] 로 기존과 동일

rowcount = 0 이고, nodatatext 에 지정된 문자열이 존재하는 경우 Band.style.accessibility.enable = f

alse 라도 접근성 상태로 동작

II. Application.enableaccessibility=true일때 Head/Summ band 에서 tab 키 입력 시 band 내 editable c

ell로 포커스 이동하도록 변경 했습니다.

focus된 head band에서 tabkey 입력시 body band의 첫번째 Editable cell로 focus 이동

focus된 summ band에서 tabkey 입력시 다음 Editable Component로 focus 이동

III. Plugin 컴포넌트에 accessibility, tabstop, taborder 프로퍼티를 추가 했습니다.

플러그인 안쪽에서 tab으로 포커스 이동

접근성 상태일때 up down으로 플러그인 안쪽으로 포커스 이동

IV. FileUpload에 editaccessibility, buttonaccessibility 프로퍼티를 추가했습니다.

itemaccessibility프로퍼티 대신 제공되었고 툴과 매뉴얼에서는 itemaccessibility를 삭제

FileUpload.accessibility.enable = false 이고 editaccessibility, buttonaccessibility 의 enable 이 true

인 경우 첫 control 읽을 때 "파일올리기" 라고 같이 읽어줌

V. 접근성 상태일 때 방향키로 다음 대상으로 이동할 수 있게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Application.enableaccessibility=false/true 기준으로 방향키 액션 변경

Application.enableaccessibility=false 일때에는 tab키는 tabstop으로 이동, 방향키는 focus 이동 없음

Application.enableaccessibility=true 일때에는 tab키는 tabstop으로 이동, 방향키는 Component.acc

essibility.enable=true 대상으로 focus 이동

Tab component에서 접근성 상태일 때 방향키 액션 변경

i. 탭키 액션(->는 키를 눌렀을때 액션)

이전 컴포넌트 -> focusacceptable == true면 Tabbutton에 포커스

이전 컴포넌트 -> focusacceptable == false면 Tabpage에 포커스

ii. 방향키 액션

이전컴포넌트 -> Tab -> tabbutton -> tab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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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참고

Tabpage는 Div과 같이 tabpage안에 component가 있으면 첫번째 포커스 이동 가능한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tabpage안에 component가 없으면 tabpage에 포커스 이동

Grid component에서 접근성 상태일 때 방향키 액션 변경

iv. Cell type

상하좌우 방향키 : 셀 이동

마지막 컬럼(column)일 때 -> 우방향키를 누르면 다음row로 셀 포커스가 이동한다. (마지막 셀일 때

우방향키를 누르면 다음컴포넌트로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는다.)

마지막 row이지만 마지막 셀이 아니라면 아래 방향키를 눌러도 다음컴포넌트로 이동하지 않는다.

마지막 셀일 때 아래 방항키를 누르면 다음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마지막 row이지만 마지막 셀이 아니라면 아래 방향키를 눌러도 다음 컴포넌트로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는다.

v. Row type

상하 방향키 : 셀 이동

좌우 방향키 : 동작 없음

마지막 로우일 때 아래방향키를 누르면 다음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Radio component에서 접근성 상태일 때 방향키 액션 변경

vi. 좌우/상하 방향키 : 아이템변경

vii. 마지막 아이템일 경우 다음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Calendar component에서 접근성 상태일 때 방향키 액션 변경

viii. Normal type

좌우 방향키 : 캐럿 이동

ix. Monthly type

Control_key + 상하방향키 : item change

상하좌우 방향키 : 일(day) 이동

Control_key + 상하 방향키 : 년 이동

Control_key + 좌우 방향키 : 월 이동

x. Spin Type

Control_key + 상하방향키 : item change (문제는 컨트롤+상하방향키 누르면 캐럿이 변경됩니다.)

좌우 방향키 : 캐럿 이동

상하 방향키 : 포커스 이동

Spin component에서 접근성 상태일 때 방향키 액션 변경

xi. Control_key + 방향키 : item 변경

xii. 좌우 방향키 : 캐럿 이동

xiii. 상하 방향키 : 포커스 이동

Combo component에서 접근성 상태일 때 방향키 액션 변경

xiv. Control_key + 방향키 : item 변경

xv. 상하좌우 방향키 : 포커스 이동

VI. application.locale 에 지정한 값을 generate로 index.html 생성 시 lang = 추가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Grid.cellmovingtype 속성이 band간 이동 가능하도록 변경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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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cellmovingtype = “cell”일 경우 드롭된 위치의 cell에 해당하는 band로 이동

Grid.cellmovingtype = “cell,band”일 경우 band간 이동 불가 (속성추가)

3. FileDialog 창이 modal 창으로 띄워지도록 변경 했습니다.

FileDialog 창이 ShowModeless 로 동작되어 mainframe 뒤로 숨는 문제로 인하여 변경했습니다.

4. 작업표시줄 및 타이틀바 아이콘 표시처리 변경

I. Frame Objects 에 타이틀바 아이콘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i. 속성명 : showtitleicon

default : 타이틀바에 아이콘 표시함

true : 타이틀바에 아이콘 표시함

false : 타이틀바에 아이콘 표시하지 않음

II. 작업표시줄의 아이콘은 무조건 표시하도록 변경

i. style.icon 이 지정된 경우 지정된 아이콘을 표시

ii. style.icon 이 미지정된 경우 상위 프레임의 아이콘을 표시

iii. MainFrame의 아이콘도 미지정인 경우 기본 리소스 아이콘을 표시

iv. 부모프레임이 null 인 ChildFrame인 경우 MainFrame의 아이콘을 표시

5. Nexacro studio 화면 Design 에서 Static Component 의 usedecorate 가 true 이거나, Grid Cell 의 displayt

ype이 decoratetext 인 경우에 expr / text 에 적용된 decoratetext 가 적용되어 보여주도록 변경했습니다.

6. Radio의 text 길이에 따른 자동 가변 size를 같도록 변경됨

radio의 rowcount/columncount 모두 -1로 지정하면, text 길이에 맞게 width/height 자동 처리

자동처리되어 변경된 item의 총 height가 radio의 height 보다 큰 경우 현재와 같이 item height을 비율에 따

라 줄임

7. 넥사크로 스튜디오 라이선스 저장이 국내/해외 분리 되었습니다.

해외용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경우 레지스트리 명칭이 변경되어 기존에 License를 사용하던 분들도 다시 License

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8. execShell을 이용하여 nexacrogenerator를 실행할 수 없도록 변경했습니다.

9. FileDialog창이 resize되도록 변경했습니다.

10. wordwrap 의 옵션이 true/false 에서 none/char/English 로 변경되었습니다.

영문단어 단위로 개행되는 wordwrap=english 기능이 추가요청되어, 옵션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옵션 false 는 none 으로, true 는 char 로 대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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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주요 수정된 버그

1. Tab Component 의 tabjustify 기능이 적용됩니다.

Tab.tabjustify=true 시 tabbutton text 길이에 따라 tabbutton 크기가 적용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2. Tab 의 buttonpadding 이 Pseudo 에서 적용되지 않는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특정 Pseudo 에서 font 를 bold 로 사용한 경우, buttonpadding 값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Tab

{

buttonpadding : 6 10 6 10 ;

font : 9 Dotum;

}

Tab:mouseover, Tab:selected, Tab:focused

{

Buttonpadding : 6 0 6 0;

font : bold 9 Dotum;

}

3. Combolist 에 item 이 많은 경우, combolist 가 늦게뜨는 현상이 개선되었습니다.

4. Webbrowser component 의 getProperty / setProperty 기능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5. Grid Cell에 blob data 가 image로 표현되도록 기능 구현되었습니다.

Cell 의 displaytype이 image인 경우, text 에 blob Column을 binding 하면 이미지가 원본크기로 표현됩니다.

Cell 의 backgroundimage 에 blob Column 를 binding 한 경우, background의 repeat 속성 설정으로 이미

지를 cell 크기에 맞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6. Dataset Bigdecimal Column에 실수를 setColumn 할 경우, 부동소수점 문제로 값이 변경되는 현상을 수정하

였습니다.

7. Calendar dateformat / editformat 을 yyyy.MM.dd HH:mm:ss 로 설정한 경우, 시,분,초가 표현되지 않는 버

그가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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