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화면 
사용자에게 id와 password를 입
력 받은 후 어플을 실행시킬 수 
있다. Id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도 
가능하다. 

달력화면 
개인 달력화면이다. 로그인이 성
공되면, 개인의 달력화면을 출력
해준다. 

메인 화면의 메뉴구성 
메인 화면에서 제공해주는 메뉴
는 7가지이다. (일정추가, 전체삭
제, 일정검색, 주간일정, 금일일
정)과 더보기 버튼이 있다.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메뉴 2가
지가 더 보인다. 
(그룹 설정, 그룹 정보) 



일정 추가  
사용자에게 일정 제목, 내용, 시
작날짜, 종료날짜, 중요도를 입력 
받아 스케줄로 저장할 수 있다. 

 일정 추가된 화면 
일정을 추가하면, 달력의 그리드 
뷰와 클릭했을 때 나오는 리스트  
뷰에 해당 일정이 출력된다. 

일정 보기의 일정 클릭 
일정보기의 일정을 클릭하면 해
당 일정을 변경하거나 삭제 할 
수 있다. 

 
다른 일정을 추가하는 화면 
또 다른 일정을 화면에 추가했을 
때의 화면이다. 



오늘의 일정보기 
그리드 뷰에 클릭된 날짜의 일정
을 보여준다. 

주간 일정 보기 
주간일정을 클릭하면, 이번 주에 
해당되는 일정들을 요일 별로 보
여준다. 

일정 검색하기 
등록된 일정을 날짜로 검색하거
나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이 가능
하다. 

날짜로 검색하기 
날짜로 검색했을 때 보여지는 화
면이다. 
 



모꼬지 관리 
메인화면에서 모꼬지 관리의 메
뉴를 선택했을 때 보여주는 화면
이다. 

그룹 생성 
새로운 그룹을 생성할 때 출력되
는 화면이다. 이름을 입력 받는 
창과 친구의 목록들이 보인다. 

그룹 생성 
그룹의 이름과 초대하고 싶은 사
람들을 클릭하면 그룹이 생성된
다. 

모꼬지 관리기능 
내가 속한 그룹의 목록을 출력해
주고 그 그룹을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버튼을 누르면 그룹을 
나갈 수 있다. 



그룹 달력 
생성한 그룹에 해당되는 일정을 
볼 수 있는 창이다. 

일정 추가 
그룹 내 누군가가 일정을 추가하
면 그 일정을 수락할지 거절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일정 수락 
일정을 수락하면 그룹 캘린더에 
적용된다. 

추천 일정 
진행중인 추천 일정과 새로운 추
천일정을 추가할 수 있다. 



추천 일정 추가 
추천하는 일정을 입력 받는 내용
이다. 사용자가 일정의 종류, 기
간, 주간횟수, 하루 시간을 선택
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창 
사용자가 입력한 id를 중복 검사
하여 id 와 password, email을 입
력 해 가입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