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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_edit.php
set_palette_plus // 입력기능 확장
emoticon_set // 이모티콘 사용기능 추가
make_thumnail // 썸네일 생성 스크립트 추가
perm_photo // 사진관련 포스트 선택 추가
cyworld_tt // 싸이월드 싱크 추가
setting_plugin.php// 플러그인 셋팅 팝업창
pi_pt_sizex // 최근 썸네일 이미지 가로(x)크기
pi_pt_sizey // 최근 썸네일 이미지 세로(y)크기
pi_pt_zoom // 최근 썸네일 이미지 축소비율
pi_ptl_sizex // 리스트 썸네일 이미지 가로(x)크기
pi_ptl_sizey // 리스트 썸네일 이미지 세로(y)크기
pi_ptl_zoom // 리스트 썸네일 이미지 축소비율
rct_pt_cnt // 최신 인기 글 표시 수
rct_pp_cnt // 최신 썸네일 표시 수
rct_gb_cnt // 최신 방명록 표시 수
rct_om_cnt // 최신 한줄 메모 표시 수
rct_pt_trunc // 최신 썸네일 제목의 길이 바이트
rct_pp_trunc // 최신 인기 글의 길이 바이트
rct_gb_trunc // 최신 방명록의 길이 바이트
rct_om_trunc // 최신 한줄 메모의 길이 바이트
rct_pt_icon // 최신 갤러리 글의 아이콘(New) 표시 시간
rct_pp_icon // 최신 인기 글의 아이콘(New) 표시 시간
rct_gb_icon // 최신 방명록의 아이콘(New) 표시 시간
rct_om_icon // 최신 한줄 메모의 아이콘(New) 표시 시간

rct_ps_icon // 최신 글의 아이콘(New) 표시 시간
rct_tb_icon // 최신 관련글의 아이콘(New) 표시 시간
rct_rp_icon // 최신 댓글의 아이콘(New) 표시 시간
pi_ps_cnt // 리스트에 글 표시 수
pi_pt_cnt // 리스트에 썸네일 표시 수
pi_pt_trunc // 리스트에 썸네일 제목의 길이 바이트
pi_pp_time // 인기 글이 표시될 기간 지정
article.php
category2 // '1단-2단' 형식으로 카테고리 표시방법 변경
tr onMouseOver // 헛갈림 방지를 위한 마우스오버 이팩트
keyword.php
tr onMouseOver // 헛갈림 방지를 위한 마우스오버 이팩트
totalcount // 총 키워드 개수 표시 추가
keyword.search // 키워드 목록에서 제목과 내용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추가
setting.php // 플러그인 관련 고급설정 추가
link.php // 헛갈림 방지를 위한 마우스오버 이팩트
keyword_edit.php// 입력기능 확장
cyworld_tt.php // 싸이월드 팝업창
reader.php // 맴버목록 프레임 제거
statistics_log.php // 로봇목록 제외 및 검색어 한글표시
드디어 태터툴즈 1.0 업데이트를 장장 4일에 걸친 작업 끝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댄 부분은 /admin입니다. 대부분 사소한
것이지만 의외로 작업량이 많은 곳입니다. 이번 1.0 클래식부터는 키워드
관리부분이 확장되었습니다. 키워드가 400여 개가 되다 보니 관리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해당 키워드를 찾아서 편집하려면 수많은 페이지 중에서
일일이 읽어가며 찾아야 했거든요. 글 관리에서처럼 총 키워드 수 표시와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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