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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터툴즈 클래식 1.0 RC3 - 버그 리포트

RC3에서 발견된 버그
- 태그목록 조회시 항상 내용이 함께 펼처짐(관리자 옵션 필요함) : 내용을
표시하지 않게 수정
- 태그목록에서 글표시 개수보다 태가가 많을경우 페이징 안됨 : 내용이
나오지 않음으로 무효
- 갤러리 두번째 장부터 캡션이 없어도 공백 한줄이 아래로 밀리는 현상있음
: div를 table 로 변경하여 해결
- 갤러리 두번째 장부터 캡션이 있으면 자바스크립트 오류 : 개인적으로
추가한 스크립트와의 충돌로 일어남 문제의 스크립트 교체로 해결
- 검색하여 포스트 관람 후 이전페이지로 이동하면 만료된 페이지 : if
($search) 추가로 해결
- 태그 리스트에서 글을 조회할 경우 다음페이지로 연결되지 않음 :
$add_val 및 '|| ($stag && !$pl)'코드 추가로 해결
- 메인페이지에 갤러리가 한건이상 있는경우 이미지 크기오류 : 스크립트상
max_height값의 충돌로 생기는 버그임 max_height<?=$snum?>
추가로 해결.
- 링크 및 [코드] 그리고 [html] 에는 키워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
- 하나의 글에 태그가 중복으로 입력되는 버그
- 태그가 입력된 포스트를 삭제할경우 태그가 삭제되지 않는 버그
플러그인에서 발견된 버그

- 태그를 누르면 글 목록 깨짐, 카테고리 표시에 버그 있음 : '|| $stag' 코드
삽입으로 해결
- 태그 목록에서 2페이지 부터 리스팅이 되지 않음 : '|| $stag' 코드
삽입으로 해결
- 이미지 그래프 카운터 작동 이상있음 : 깜장여우님의 해결방법으로 해결
- MSN알리미 한글깨짐현상 : 해결방법
- 태그를 클릭하여 나온 목록에서 2페이지로 밀릴경우 링크 안걸림 :
$add_val 추가로 해결
- 태그를 누를경우 내용이 표시되지 않음 : '|| ($stag && !$pl)'코드 추가로
해결
1.0에서 새로 구현된(할) 작업목록
- 모든 글에 태그달기
- 카테고리 표시방법 변경
- inc_plugin.php 최근 태그목록 표시 : 구현완료(테스트 완료 / 공개완료)
- keyword.php 관리자 > 키워드 목록에서 키워드 및 내용 '검색하기'
추가(공개완료)
- keyword.php 관리자 > 키워드 목록에서 총 키워드 수 추가(공개완료)
- inc_function.php 갤러리, 이미지 클릭으로 다음장 넘김 및 툴바 위치
변경 (이곳 참고)
- 키워드, 메모장, 한줄메모, 트래픽조회, 트랙백 발송, 갤러리 이미지뷰
등에 DHTML Window 적용
- 미니 메모장 추가
- 한줄 카테고리 구현(New이미지 작동)(공개완료)
- 툴팁 스크립트 변경
- 슬라이드 최근 썸네일 갤러리 구현

- 최근 글, 댓글, 트랙백, 방명록에 New아이콘 대신 텍스트 색상변하도록
변경
- 한줄메모, 인기글목록, 아카이브 리스트 New아이콘 대신 텍스트 색상
변하도록 변경
- 아카이브 리스트에 인기도 반영된 하이라이트 표현(공개완료)
- 전테 태그목록 페이지 추가(테스트 및 공개완료)
- 지역, 키워드, 이웃 RSS 페이퍼의 페이지 및 관련 스크립트 제거
- 자체 갤러리 버그 수정 및 개조(테스트중)
- 태그관리페이지 추가 : 일괄삭제, 일괄변경, 부분삭제, 부분변경,
검색(진행중)
- 오피셜 기능 업어오기 : WYSIWYG 에디터(진행중)
- 팝에디터 : 단축키 반영, 플래시MP3플레이어 추가, 예쁜 글상자
추가(진행중)
- 코멘트 및 트랙백 리스트 역순 정렬하기(진행중)
- 지역별, 이웃로그, 키워드 관련 기능 제거
- 댓글 알리미 노출시키기 or MSN알리미와 연동
- 배포한 스킨들 클래식용으로 업데이트
- 파이어폭스 지원(모질라 지원 스크립트 및 CSS 교체)

※ 최종 업데이트 200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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