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쓰리래빗츠 북 4.0.2 릴리스 노트

●

릴리스 버전: 4.0.2

●

빌드 번호: 0169

●

릴리스 날짜: 2021년 2월 28일 (한국시간기준)

쓰리래빗츠 북을 업데이트하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참고합니다. 3.0 버전에서 4.0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려면 쓰
리래빗츠 북 4.0 업데이트 가이드를 참고합니다.

14.1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빌드번호: 0175
해결한 버그
인라인 관련 문서 단락을 사용하는 문서를 EPUB/HTML 파일로 내보낼 때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빌드번호: 0174
해결한 버그
●

웹 뷰어에서 코드 단락 내용을 복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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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인라인 관련 문서
인라인 관련 문서 객체 단락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쓰리래빗츠 북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합니다.

14.3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메뉴와 아이템 순서 바꾸기
끌어다 넣기로 라이브러리 메뉴와 아이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home 키워드로 라이브러리 기본 링크 제공
라이브러리 기본 링크 메뉴 만들기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쓰리래빗츠 북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합니다.

#toc 키워드로 웹 뷰어 차례 보기
웹 뷰어 차례를 여는 메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쓰리래빗츠 북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합니다.

#search 키워드로 검색 버튼 보기
웹 뷰어 검색 창에 커서를 가져가는 메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쓰리래빗츠 북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합니다.

14.4 기본 언어 설정
콘솔에서 다음 명령어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적용할 기본 언어를 설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쓰리래빗츠 북
관리자 가이드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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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비주얼 에디터
비주얼 에디터에서 방향키로 그림 자르기
캡처한 그림의 불필요한 여백을 키보드 방향키로 정확하게 자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쓰리래빗츠 북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합니다.

비주얼 에디터에서 SVG 형식 그림 지원
비주얼 에디터에서 SVG 형식 그림을 지원합니다.

SVG 파일 편집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PDF가 SVG 형식 그림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 단락에 SVG
형식 파일을 바로 올리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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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문서 목록에서 지켜보기 설정하기
대시보드 문서 목록에서 지켜보기를 설정합니다.

14.7 OAuth로 로그인할 때 그룹 이름 동기화하기
OAuth로 로그인할 때 그룹 아이디뿐만 아니라 이름도 넘겨 동기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쓰리래빗츠 북 관리자 가이
드를 참고합니다.

14.8 웹 페이지에서 새 탭 또는 새 창에서 링크 열기
자세한 사항은 쓰리래빗츠 북 웹 페이지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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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단어 분석 내용 클립보드로 복사하기
<통계 | 문서 통계> 메뉴의 “단어 분석”에서 분석 내용을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줄 바꿈과 탭 키로 구분합니다. 엑셀이나 텍스트 에디터 등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14.10 검색 통계 내용 클립보드로 복사하기
<통계 | 검색 통계> 메뉴의 검색 키워드 내용을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줄 바꿈과 탭 키로 구분합니다. 엑셀이나 텍스트 에디터 등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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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수정 사항
●

아파치 톰캣 8.5.63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

웹 뷰어에서 차례 영역 너비 조절 버튼을 삭제했습니다.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

CSS에 vh 단위를 적용했습니다.

●

●

웹 페이지의 r-text 컴포넌트에 icon 속성이 없으면 color 속성과 상관없이 아이콘 영역을 보여주지 않도록 바
꿨습니다.
<리소스 | 라벨> 메뉴에서 마우스를 라벨에 가져가면 라벨을 만든 사람을 보여줍니다.

<리소스> 메뉴의 <파일>, <그림>, <단락 안 그림>, <라벨> 메뉴의 root 디렉터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모든 사용자가 root 디렉터리의 모든 리소스 아이템을 볼 수 있습니다.

●

삭제와 디렉터리 변경
○

관리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모든 리소스 아이템을 삭제하고 다른 디렉터리로 옮길 수 있습니다.

○

관리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자신이 만든 리소스 아이템만을 삭제하고 다른 디렉터리로 옮길 수 있습니다.

14.12 해결한 버그
●

●

표에 배경 색이 있을 때 키보드 문자 유형의 배경 색이 PDF 파일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1,000권 이상의 책에 권한이 있으면 대시보드 목록이 조회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용어집과 약어집 객체 단락에 객체 단락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서버 관리 | 메시지 덮어쓰기> 메뉴에서 메시지를 바꿀 때 인코딩이 틀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웹 뷰어 레이아웃이 “Twenty Fifteen 템플릿”을 사용할 때 <관련 문서> 등의 버튼이 항상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

웹 뷰어에서 일부 아코디언 절 서식이 깨지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장을 복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권한 문제로 시스템 통계를 조회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

●

HTTP를 사용할 때 웹 페이지 에디터에서 문서/그림/아이콘/색 등을 클립보드에 복사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했습
니다.
문서 탐색기를 열었을 때 <리소스> 메뉴의 <파일/그림/단락 안 그림/라벨> 메뉴의 UI가 어긋나는 문제를 해결했
습니다.
웹 뷰어에서 같은 라벨 달린 문서를 열었을 때 로그인 창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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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뷰어에서 같은 라벨이 있는 문서 목록에 장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