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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터툴즈 1.0 RC3 - 태그 기능확장하기

태터툴즈 클래식 RC3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태그기능이 아직은 미약해
보인다. kebie님의 태그클라우드 표시하기에 이어서 태그표시에 이어서
태터툴즈에 구석구석에 엮일 수 있도록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자. 태그를
클릭하면 관련된 글 목록이 표시된다. 목록에서 글을 조회할 수 있다.
그렇다 단순히 조회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키워드 검색을 해보자. 해당 키워드들이 들어있는 목록이
나타난다. 목록에서 글을 조회해 보자. 무엇이 다른가? 키워드가 관련된
순서로 리스트가 다시 만들어졌다. 그래서 다음 글을 읽더라도 굳이 목록
페이지를 조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S"단축키를 연타해가며 관련된 글을
빠르게 훌터 볼 수 있는 태터만의 독보적인 기술이다. 이것은 카테고리 또는
달력, 아카이브에서도 유효한 것이다. 지금부터 태그를 클릭하였을 때에도
이와같은 효과가 일어나도록 해보자. 수정할 파일은 index.php이다.
수정전 - index.php 152번 열
}
if ($t_set) $add_query .= " and no in ($t_set) ";
}

수정후 - 파란색 열 추가
}
if ($t_set) $add_query .= " and no in ($t_set) ";
$add_val .= "&stag=".urlencode($stag); // 태그도 글 연결되도록 수정
}

수정전 - index.php 366번 열
while(1) {
if ($md == "rss" || $md == "guest" || $md == "keyword" ||$md == "local" ||
($&&&ct1 && $p_select_cat_view == 1 && !$pl) || (($setdate || $setday)
&& $p_select_arc_view == 1 && !$pl) || ($stext && !$pl)) break;

수정후 - 파란색 부분 수정
while(1) {
if ($md == "rss" || $md == "guest" || $md == "keyword" ||$md == "local" ||
($&&&ct1 && $p_select_cat_view == 1 && !$pl) || (($setdate || $setday)
&& $p_select_arc_view == 1 && !$pl) || ($stext && !$pl) || ($stag && !$pl))
break; // 태그도 글 연결되도록 수정

이렇게만 수정하면 태그와 관련된 글 목록과 함께 표시되는 포스트
화면에서 포스트는 보이지 않게 된다. 본인만 그런지는 몰라도 리스트와

함께 출력되는 포스트는 싫다. 만약 포스트 또한 그대로 보이게 하고자
한다면 두 번째로 삽입한 코드 "($stag && !$pl)"을 "$stag"로 변경하면
된다.(추측건대 안되던 페이지 링크도 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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