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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인들에게 효과적인 시간 관리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

다. 이에 따라 다이어리, 휴대용 달력등의 계획을 도와주는 도구들이 많다. 아날로그 형식

의 계획 도구들을 디지털화 시킨 것들도 이미 많고, 다이어리 마찬가지 이다. 

 

그렇지만 다이어리가 꾸준히 기록하기 어렵듯이 전자화된 프로그램 역시 꾸준히 사용하

려면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 하다. 그러기에 프로그램화 된 이점을 살리고자 같이하는 플래

너를 기획하여 혼자서 하면 소홀하기 쉬운 일정 계획을 둘이나 그 이상이 같이 하면서 꾸

준하게 계획적인 일정을 보낼 수 있게 하고자 디자인 하고자 한다. 

 

또한 계획 세우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많은 계획 (다이어트, 운동 독서 등)의 기본 틀을 

제공 함으로서 보다 계획적인 일상이 익숙해 지도록 하고자 한다. 

 

일정 관리와 그룹 일정 관리를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를 위한 HCI적인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휴대가 용의한 스마트 기기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장시킨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중/장기 프로젝트를 할 때 팀 별 계획을 생성 및 관리 

하여 보다 효율 높은 업무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어떤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마땅한 

계획이 떠오르지 않을 때 계획의 틀을 잡아주어 사용자가 일정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개발을 진행해가며 팀원간의 협동심을 기르고 업무능력을 기르고 프로그래밍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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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프로젝트 개요 

 1.1.1 전체적인 구조 

 

1.1.2  Server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 Tomcat(6.0버전)을 이용 

 웹 서버 사용을 사용하기 위해 Apache HTTP Server를 이용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로드 밸런싱을 위하여 Apache HTTP Server와 

Tomcat Server 간의 통합(연동) 작업을 수행함 

 

 1.1.3  Web Application 

웹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 받는 프로그램이다. 즉 어떤 개인의 컴퓨터에 설치해 그 

개인만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브라우저를 통해 동시에 수많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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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서버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결과 페이지를 전송할 수 

있는 웹서버와 사용자의 요청을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로직이 구현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이루어져있다.  

 

 Web Server 

JSP 는 JAVA Server Pages의 약자로 선마이크로시스템즈사의 자바 서블릿 기술을 

확장시켜 웹 환경상에서 자바만으로 서버 사이드 모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이다. asp, 

php 처럼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서버 페이지를 훨씬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있으며, 

서블릿과 함께 구동함으로써 서블릿의 기능을 사용하고, 자바빈스와 EJB와 같은 

기술로 보다 강력한 객체지향적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웹 서버는 데이터가 사용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방식으로 구축된다.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어떤 결과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웹 서버에 보내게 도면 서버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데이터를 처리한 후 결과를 웹 브라우저의 응답 형태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게되고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그 결과를 받아보게 된다. 

 Web Browser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HTML형식 만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바 진영에서 HTML 

페이지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인 Servlet을 이용한다. Servelet은 

단적으로 말하자만 웹 서버 상에서 실행되는 자바의 클래스 파일이라고 할 수 있고 

자바의 모든 API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장점 지님. 반드시 

javax.servlet.Servlet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작성해야만 입력과 출력을 

HTTP프로토콜의 요청과 응답 형태로 다룬다.  

 

1.1.4 Android Application 

 

Web browser를 기반으로 설계된 화면을 안드로이드 창에 맞는 Application을 설계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VC모델 기반의 설계를 통해 기본적인 Model부분은 유지하고 

안드로이드 환경에 맞는 View부분과 Controller 부분을 설계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PhoneGap 프레임워크를 이용한다. PhoneGap은 웹 API로 모바일 앱을 개발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다. 즉 웹 개발 기술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네이티브 앱을 만든다는 

개념이다. HTML5 (Javascript, CSS) 로 만든 웹 앱을 PhoneGap으로 맵핑해서 모바일 

플랫폼에 배치시킨다. 이러게 모바일 웹에 돌아가 만든 모바일 앱(하이브리드 앱)은 

마켓에 정식으로 등록도 가능하다. 또한 PhoneGap은 여러가지 모바일 플랫폼을 

지원한다. 즉, 아이폰, 안드로이드, 블랙베리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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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다이어리, 휴대용 달력, 일정관리 어플리케이션 등의 일정 관리를 하기 위한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사용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실제로 일정 관리를 하지 않

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일정관리를 해보려는 노력은 열에 아홉은 해보는 흔한 경험이다. 하지만 이를 오래 지

속하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다. 이는 일정 관리를 혼자서 꾸준히 하는 것은 아무도 알아

주지 않은 자신과의 고된 싸움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 ‘모꼬지 플래너’는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일정 관리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되었다. ‘모꼬지 플래너’는 더 

이상 혼자만의 일정관리가 아닌 다른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일정관리의 환경 조

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일정을 다른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여러 사람들

과 그룹을 만들어 그룹으로 일정을 관리하여 많은 모임들에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

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서로 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좀 

더 알차고 효과적인 일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정 추천’ 메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독서, 다이어트, 시험 공

부, 저축 등에 대한 알맞은 알고리즘을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공하여, 사용자의 

달력에 날짜 입력만으로 일정을 모두 추가해주는 것을 목표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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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표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Server 

DB 회원 정보 관리 MySQL  

웹 서버 서버 구축 Apache  

어플리케이션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구축 Tomcat  

Client 

회원 가입화면 개인 정보 등록으로 회원가입 JSP  

로그인화면 ID/PW JSP  

ID/PW 찾기 화면 E-mail 인증으로 찾기 JSP  

일정 목록 등록된 일정을 기호에 맞게 나열 JSP  

일정 추가 새로운 일정을 추가 JSP  

일정 관리 일정을 수정 및 관리 JSP  

친구 목록 나의 친구로 등록된 ID 나열   JSP  

친구 추가 사용자를 친구로 등록   JSP  

친구 관리 친구 목록을 수정 및 관리  JSP  

팀 목록 생성된 팀 목록 나열 JSP  

팀 생성 새로운 팀 생성 JSP  

팀 관리 사용자를 팀에 초대 및 내보내기 JSP  

메모장 메모를 저장 및 관리 MySQL, JSP  

파일 공유 파일 업로드, 업데이트, 권환 관리 MySQL, 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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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1.4.1  연구/개발 내용 

< 웹/ 서버> 

- 자바 빈 

 

 사용자와 그룹에0 관한 클래스이다. 

 

 

 그룹을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이다. 사용자 pn과 그룹의 gn을 참조하여 새로운 값을 

받아온다. 

 

 

 Schedule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클래스이다. 

 

 

 그룹 스케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여기서 gn은 그룹의 gn이 들어간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모꼬지 플래너 

팀 명 G1M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4-MAY-28 

 

캡스톤디자인 I Page 10 of 20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그룹 일정을 관리해주는 클래스이다. 

 

 그룹 일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클래스이다. groupmanagement클래스에서 그룹

에 속한 맴버들에게 checked=0으로 setting된 클래스를 생성해 주었다. 

 

 만약 checkschedule에서 checked =1 이고 사용자가 스케줄등록을 허용했을 때 일정

을 등록했음을 나타내 주기 위한 클래스이다. 

 

 

- Mapper (sql과 연결해 주는 역할) 

각 Table에 해당되는 sql문을 처리해준다. sql문을 사용하였다.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

거나 변경하는 활동에 대한 sql문을 정의 하였다. 

 

- Dao 

자바빈 객체와 실제 server에 있는 table과 연결해주는 것을 구현 하였다. database에서 어

떤 작업을 해줄 것인지 구현되어있다. 

 

- jsoncontroller (안드로이드에서 서버에 접근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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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에서 database에 관한 작업을 실행할 때 사용한 함수들을 구현하였다. 안드로이

드와 server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1.4.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 구조설계도 

  

 

 

항목 내용 

캘린더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하여 일정에 대한 기능들을 

별다른 학습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그룹 그룹에 대한 관리를 편리하도록 개발 

환경 설정  전체적인 UI와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 개발 

파일 보내기 파일을 서버에 올리거나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 개발 

회원 관리 메일 인증을 통한 ID/PW 관리를 통해 보안 성을 갖도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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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기능 설계도 

Pc나 스마트 폰에서 사용자가 request를 보냈을 때 이것을 controller을 통해서 Database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Server의 경우 spring framework를 사용하였으며, database의 경우 

mysql를 사용하였다. 

 

 

 

1.4.3  활용/개발된 기술 

 MVC model 

 

< MVC Model > 

 

설계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 MVC Model 형태의 구조로 각 부분을 나누어서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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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화면인 View부분과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는 Model부분, 

그리고 View와 Model 을 연결시켜주는 Controller부분으로 구성된다. JSP(View)와 

자바빈스(Model)그리고 서블릿(Controller)을 이용해 구현할 수 있다. 자바빈스를 통해서 

JSP 페이지의 디자인 부분과 로직 부분을 나눔으로써 복잡한 코드를 줄이고, 프로그램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Web application을 설계하는데 있어 Sencha Touch 프레임 워크를 이용한다. Sencha 

Touch 는 모바일 웹 앱 프레임 워크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객체지향적으로 설계된 API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이다. 이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프레임 워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감각을 필요로 한다. 또한 모바일 친화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애니메이션 처리, Ajax 

통신 및 데이터 처리  등을 객체 지향적인 API를 통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그리고 터치 이벤트에 대한 향상된 기능을 제공한다. 터치 기반의 모바일 기기와 효과 

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터치 액션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Spring Framework 

 

< Spring Model > 

 Spring Framework는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경량화된 솔루션입니다. JEE(Java Enterprise Edition)가 제공하는 다수의 기능을 지원

하고 있기 때문에, JEE를 대체하는 프레임워크로 자리잡고 있고 실제로 Spring 프레임워크는 

JEE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DI(Dependency Injection)나 AOP 

(Aspect Oriented Programming)와 같은 기능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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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ing framework 에서 제공해주는 web service 환경을 이용하여 object 와 database 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활용하였습니다. 

@controller 로 오브젝트를 controller 해주는 클래스로 등록하고, @Repository 를 통하여 

Data 에 접근하는 object(DAO)에 대한 저장소를 등록하였습니다. 

Mapper 클래스에는 이 DAO 에서 원하는 작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sql 언어로 구현해서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table 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pache Tomcat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 Tomcat(6.0버전)을 이용 

 웹 서버 사용을 사용하기 위해 Apache HTTP Server를 이용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로드 밸런싱을 위하여 Apache HTTP Server와 

Tomcat Server 간의 통합(연동) 작업을 수행함 

 

 

 JSON 

 

JSON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주고 받을 때 그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료의 종류에 큰 제한은 없으며,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의 변수 값을 표현하는데 

적합합니다. 그 형식은 자바스크립트의 구문을 따르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나 플랫폼에 독립적

이므로 C,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펄, 파이썬 등 많은 언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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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은 두 개의 구조를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Name/ value 형태의 쌍으로 collection 타입, 다양한 언어들에서는 이는 object, 

record, struct, dictionary, hash table, key가 있는 list 혹은 연상 배열로서 구현되어 있

습니다. 

- 값들의 순서화된 리스트, 대부분의 언어들에서 이는 array, vector, list, sequence로 실

행됩니다. 

 보편적인 데이터 구조로, 대부분의 현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어떠한 형태로 이런 데이터 구

조를 지원합니다.  

 

1.4.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 시간적 제한 요소 

 초기의 기획의도는 웹과 스마트 폰에서 모두 캘린더의 기능을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시간적 제약사항으로 웹 페이지 개발은 완성하지 못하였다. 동시에 여러 부분

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이해와 코드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시간적

으로 부족하였다. 

- 개발 환경의 제한 요소 

이 작품은 인터넷이 지원된 환경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톰캣 서버와 안드로이드의 인

터넷 Ip주소를 맞춰주어서 개발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 해결 방안 

웹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여러 언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 언어 사용이 더 익숙해

져야 되며, 개발 기간이 더 필요하다.  

1.4.5  결과물 목록 

<안드로이드> 

1) Com.mokkoji.connect 패키지 -> Java bean source관리 

- Server에 있는 Database와 연결해 주기 위한 java bean들로 구성되어있음 

- 파일 내용은 서버에 있는 데이터의 형태와 같음 

2) Com.mokkoji.function 패키지 -> application의 function 구성 

① 개인 스케줄 관련 Activity 

Java 파일 구현 내용 

CalendarMonthViewActivity.java 메인 달력을 출력해주는 클래스이다. 달력의 창은 

그리드 뷰를 사용하여 각 한 칸씩 하루의 일정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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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하단에는 그리드

뷰에서 클릭된 날짜의 속한 일정들을 listview로 출

력해 주도록 구성하였다. 

-CalendarMonthAdapter.java 

메인달력 출력부분을 컨트롤하는 어댑터이다. 지금 

펼쳐져있는 페이지가 몇 년 몇월 몇일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있고 사용자의 입력으로 인해 보여지는 

月이 바뀔경우 재 계산이 이루어져 달력에 출력되는 

부분을 바뀌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달력의 각각의 

칸(그리드뷰의 아이템) 에 출력되는 부분에 대한 뷰

를 가져오는 GetView또한 이곳에서 컨트롤, 관리한

다. 

-MothItemView.java 

그리드뷰의 각 칸에 채워지는 뷰에 대한 정보를 담

고있다. MonthItem에 있는 정보를 출력해준다. 

-MonthItem.java 

달력 한 칸에 들어가는 정보를 담고있는 객체이다. 

현재날짜에 대한 Int값과 그 날짜가 가지고 있는 스

케쥴의 제목이 이곳에 저장이 된다.  

-ScheduleListAdapter.java 

해당 날짜에 해당되는 shedule을 가져오기 위한 list 

adapter이다. Arraylist로써 관리를 하며 여러 개의 

값이 들어올 경우 position으로 관리한다. 

-ScheduleListItemView.java 

 

스케쥴 리스트 중 한 개의 리스트에 대한 화면출력 

부분을 담당한다. 좌측부터 시작날짜, 종료날짜 , 일

정제목, 중요도 순으로 구성되어있다. 

ScheduleInputActivity.java 개인 일정을 등록 해 줄 수 있는 클래스 이다. 사용

자에게 제목/내용/시작날짜/끝날짜/중요도 를 입력 

받아서 그 내용을 저장 버튼을 누를 경우 Schedule 

클래스의 형태로 서버에 넘겨주도록 하였다. 

ScheduleModifyActivity.java ScheduelShowActivity에서 변경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다이얼로그 창이다. 이 창에서는 일단 기

존에 등록된 스케줄의 내용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이

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만약 사용자가 일

정을 변경한다면, 그 일정을 database에 update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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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ScheduleShowActivity.java Listview에 출력된 일정을 클릭하면 뜨는 다이얼로그 

창이다. 이 창에서는 등록된 일정에 대한 정보를 보

여주고 사용자가 원한다면 변경이나 삭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ScheduleWeekViewActivity.java 주간 일정을 볼 수 있는 Activity이다. 그리드 뷰에서 

클릭된 날짜가 포함된 그 주의 일정을 가져와서 출

력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그룹 스케줄 관련 Activity 

클래스 설명 

GroupAdminActivty.java 메뉴 속성에서 “그룹 설정”을 누르면 연결되는 창

이다. 이 창에서는 그룹을 생성하거나 그룹에서 

나가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activity

로 연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GroupCalendarMonthViewActivty.java CalendarMonthViewActivity.java에서 자신이 속한 

그룹을 클릭했을 때, 출력되는 창으로  그룹 일정

을 관리할 수 있는 Activity이다. 개인 일정 창과 

비슷하게 구성하였으나 메뉴에 그룹 일정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GroupCalendarMonthViewAdapter.java 

개인 스케쥴 어댑터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으나 

어레이리스트에서 value 값으로 갖고있는 것이 개

인스케쥴 대신 그룹스케쥴로써 다르다. 그리고 개

인 스케쥴과 동일한 intent값을 주고받는데 Gn(그

룹넘버) 가 추가 되어있다. 

GroupCreatActivity.java 새로운 그룹을 생성할 때 보여주는 창이다. 그룹

의 이름을 지정하고 등록된 member들의 list를 보

여주어 초대하고 싶을 때는 check박스에 체크를 

하여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그룹에 해당 인

원들을 초대 시킬 수 있다. 

-MemberListAdapter.java 

출력된 멤버리스트에 대한 컨트롤을 담당하는 부

분이다. 어레이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버튼을 

선택시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부분이 포

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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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ModifiyActivity.java 내가 속한 그룹 리스트를 보여주고 그 그룹에서 

나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GroupListAdapter.java 

그룹리스트에서 나가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때 

뷰에 변경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있다. 

GroupExityActivity.java 그룹에서 나가기를 할 때 보여주는 창이다.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database에서 삭제해주도록 하였다. 

GroupViewActivity.java 현재 사용자가 속해있는 그룹 리스트를 보여주는 

창이다.  

GscheduleInputActivity.java 개인 일정 추가와 비슷하나, database에 등록될 

때, 그룹의 숫자가 들어가도록 하였다. 

GscheduleAcceptActivity.java 그룹 일정이 등록되었을 때, 그 일정을 수락할 것

인지 거절할 것인지 보여주는 창이다. 수락할 경

우 내 그룹 일정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GscheudleTodayActivity.java 그룹의 오늘 일정을 출력한다. 

GscheudleWeekViewActivity.java 그룹의 주간 일정을 출력한다. 

 

③ 로그인 / 회원 관리 Activity 

클래스  설명 

MainActivity.java 어플을 실행했을 때 처음 보이는 창이다. 사용

자는 이 창에서 로그인을 진행한다. 

MemberJoinAcitivity.java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창이다. Id를 입력하고 

이 아이디를 중복 검사하여서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 확인 하도록 하였다. 

 

 

1.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우리 ‘모꼬지 플래너’는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일정 관리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되었다. ‘모꼬지 플래너’는 더 이상 혼자만의 일정

관리가 아닌 다른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일정관리의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으로, 자신의 일정을 다른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여러 사람들과 그룹을 만들어 

그룹으로 일정을 관리하여 많은 모임들에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

공해 줄 것이다. 또한 서로 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좀 더 알차고 효과적

인 일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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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일정 추천’ 메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독서, 다이어트, 시험 

공부, 저축 등에 대한 알맞은 알고리즘을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공하여, 

사용자의 달력에 날짜 입력만으로 일정을 모두 추가해주는 것을 목표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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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평가 

 안드로이드 

 편리한 유아이 구성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유아이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캘린더들에서 

불필요한 기능은 빼고 캘린더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버를 통한 캘린더 조회 

어떤 기기여도 서버에 아이디가 등록되어있으면, 해당 아이디로 등록된 

캘린더들을 불러와서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기존의 캘린더 어플의 경우 하나의 기기에서만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게 하였는데 

이 어플은 회원을 통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캘린더를 관리하기에 편리하다. 

 

 웹  

웹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 결과 보고서 당일까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았다. Database 에서 query 를 저장 및 불러오기는 가능하지만 이를 실제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에게 사용하기에는 어렵다. UI 와 Interface 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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