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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일상 리를 한 일정 리 어 리 이션의 설계와 구 ☆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Scheduler Applications for Efficient Dail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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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기술과 정보처리 기술의 발 에 따라 인터넷 사용량이 증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들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정보 획득, 여가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에 스마트 폰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정을 기록하고 

약속을 공유하는 등 일상생활의 효과  리에 도움이 되는 일정 리 어 리 이션을 설계하고 이를 구 하 다. 본 논문의 일정
리 어 리 이션은 일정등록과 함께 일기작성 기능, 등록한 일정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삭제 

시 특정 폴더로 삭제한 일정이나 일기를 장하는 기능, 하루 일정에 한 연속 인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한다. 다른 일정 리 앱들과 

차별 을 가지며 사용성을 높인 본 논문의 어 리 이션은 바쁜 일상생활의 효율  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 한다.

☞ 주제어 : 모바일 어 리 이션, 일정 리 어 리 이션, 데이터 공유, 앱 사용성

ABSTRACT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IT and data processing technology, the usage of internet increased rapidly and various smart devices 

are appearing. As such, modern people use smartphone to acquire informations they wish and also on daily life including leisure activity 

free of place. This study has designed and implemented schedule managing application that can help effective managing of our daily 

life, such as taking note of schedule and sharing appointments. The schedule managing application in this study offers diary taking, 

sharing the registrated schedule with other users on kakaotalk, saving the deleted schedule or diary to certain folder when users delete 

file, continuous alarm of daily schedule function together with schedule registration function. The application which is differentiated to 

other applications and raised usage is expected to effectively manage the busy everyday life.

☞ keyword : Mobile Application, Scheduler Application, Data Share, App Usability 

1. 서   론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발 과 함께 인터넷 사용량이 

증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출 함에 따라 일상생활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 되는 변화와 함께 삶의 질 한 향

상되고 있다[1]. 방송통신 원회 ‘2019 방송매체 이용행

태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스마트 기기 가운데 매체이용

의 개인화를 변하는 국내 스마트폰 보유율이 91.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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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고, 응답자 기  63%가 스마트폰

을 필수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스마트폰

의 향력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2]. 이에 스마

트폰은 많은 사람의 일상과 커뮤니 이션에 커다란 변화

를 가져오고 인간의 삶에 향을 주는 강력한 도구로 산

업과 개인 일상생활에 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 IT 기

술의 발 과 정보처리 기술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

에서 IT를 융합한 많은 정보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3][4]. 이런 시  흐름에 따라 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 여가활동, 교육  

학습, 커뮤니 이션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다[5][6]. 특히, 모바일 네이티 (Mobile 

Native)라 불리는 은 세 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모바일을 통해 얻은 정보

를 기반으로 변하는 사회 상에 익숙하게 응하고 

생활한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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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모바일 정보를 활용하는 

인들은 간단한 의사표시나 개인 간의 약속에 휴 폰 

SMS나 모바일 메신 , 일정 리 애 리 이션 등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9]. 특히 자신의 역할에 합한 업무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기억하기 해 다양한 일정

리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정 리 서비스들은 편

리성을 해 PC Web 서비스보다는 모바일 어 리 이션

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10]. 이에 이지 래 , 원데이, 

네이버 캘린더, 구  캘린더, 애  캘린더와 다양한 스

쥴러 앱들이 간단한 일정 리와 시간 리를 해 도구

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스 러 앱들이 가진 불편

함을 보완하고 연령에 상 없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 인 일정 리 어 리 이션을 설계하고 이

를 구 하 다.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 구 한 일정 리 

어 리 이션이 기존에 사용되는 스 쥴러 어 리 이

션들과 차별화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의 일정

리 어 리 이션은 일정을 등록하는 기능과 함께 일기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일정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 는 일정의 공유가 필

요한 사용자와 일정을 공유할 수 있다. 실수로 삭제한 일

정이나 일기의 복구가 가능하도록 삭제된 일정과 일기는 

바로 삭제하지 않고 장소로 이동한 후 사용자의 삭제 

확인 요청으로 삭제한다. 이와 같이 차별화된 기능 이외

에 알림설정 기능과 일정과 일기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능 등 일정 리 앱이 가지는 기능을 함께 설계하

고 이를 구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련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설계한 어 리 이션의 벤치마킹과 구  타

당성을 한 설문조사 등 련 연구를 기술하 다. 3장에

서는 구조  설계와 기능 설계를 기술하 고 4장은 구

을 기술하 다. 5장은 결론에 하여 기술하 다. 

2. 련 연구

본 논문에서 구 하고자 하는 일정 리 어 리 이션

의 구  타당성 조사를 해 2019년 4월 2일부터 4월 12

일까지 네이버 폼을 사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응답

자는 97명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일정이 정리되지 않아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77명(79%)이었다. 한, 하루의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

고 응답한 응답자가 44명(45%)으로 응답자의 55%는 하

루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 다. 일정 리와 

하루를 검할 수 있는 어 리 이션에 한 사용 의사

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4명(66%)이었다. 표 1은 설

문조사 결과 가운데 설계에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표 1) 설문조사 

(Table 1) Survey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하루의 계획을 세우지 않아 

곤란한 일들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스마트폰을 사

용하여 간편하게 일정을 등록하면 해야 할 일들을 알려

주는 알림이 오는 어 리 이션에 한 사용요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스 쥴러 앱들이 가진 단 들을 

개선하고 유용한 기능 설계를 한 벤치마킹을 실시하

다. 표 2는 벤치마킹한 어 리 이션을 나타낸 표이다. 

구분 장 단

원데이 -일기에 별 ․스티커 
-그룹기능 사용과 편리한  
 메모 리
-구  드라이  연동한  
 데이터 리

-알림반복주기, 반복종  
 료일자 설정 불가능
-일정을 시간으로만 등  
 록 가능

이지
래

-상태바를 내리면 즉시  
 메모 가능
-일정 하루  알림   
 자동 설정
-다양한 젯 제공(월간,  
 6일, 3일) 

-다른 사용자와 공유  
 불가능
-이틀 이상 지속 일정   
 설정 번거로움
-메모 자 수의 제한

Do -등록일정 젯으로 뜸
-더블탭 사용한 간단한  
 완료
-드롭박스와 이메일로  
 데이터 백업․복원

-리스트 체크 시 내용  
 즉시 삭제
-지운 일정 복구 불가
-날짜별 정렬 가능, 구분  
 불가능

(표 2) 벤치마킹 

(Table 2) Bench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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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벤치마킹한 어 리 이션은 메모와 일정

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어 리 이션 가운데 사용자가 

많은 어 리 이션을 주로 벤치마킹하 다. 재 많은 

스 쥴러 어 리 이션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고 각 

어 리 이션들은 기능들과 사용법들에서 조 씩의 차

이 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편의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스 쥴러 어 리 이션을 설계하여 벤치마킹

한 어 리 이션들이 가진 장 들을 포함하고 단 들은 

보완함으로 편의성을 높인 어 리 이션으로 개발하고

자 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 개발한 어 리 이션은 스

쥴러 어 리 이션이 가지는 일정등록, 알림 기능을 제

공하며 이와 함께 벤치마킹한 어 리 이션을 기반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한 등록한 일정의 다른 사용자와 공

유기능, 삭제한 일정과 일기의 보  기능, 알림 반복 기

능, 일기작성 기능 등을 설계하고 이를 구 하 다.

3. 일정 리 어 리 이션 설계 

3.1 구조도 설계

본 논문의 일정 리 어 리 이션은 ‘마이페이지’,  

‘캘린더’,  ‘일정등록’,  ‘일기작성’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마이페이지’ 기능은 자신의 정보를 장하는 기능이다. 

그림 1은 본 논문의 일정 리 어 리 이션의 체 인 

구조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 일정 리 어 리 이션 구조도

(Figure 1) Structure Diagram of Scheduler Application 

그림 2는 일정등록과 일기작성 기능에 한 구조도이

다. 사용자는 캘린더로 제공되는 메인 메뉴를 통해 날짜

를 선택하고 해당 날짜의 ‘일정등록’이나 ‘일기작성’ 메

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2) 일정등록, 일기작성 구조도

(Figure 2) Structure Diagram of Schedule 

Registration and Diary Writing 

각 메뉴는 사용자가 선택한 날짜에 등록된 일정이나 

일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3.2 로차트

그림 3은 ‘일정등록’ 기능에 한 로차트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3) 일정등록 기능 로차트 

(Figure 3) Flowchart of Schedule Registra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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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등록하기 해 ‘일정등록’ 메뉴를 선택하면 내

부 장소에 이미 등록된 일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

록된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된 내용을 일정등록 화

면으로 불러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등록된 일정이 없

는 경우에는 새로운 일정을 작성할 수 있다. 알림설정을 

해 일정의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을 입력받아 시작 시

간에 Notification을 이용하여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한다. 

그림 4는 일정공유 기능에 한 로챠트이다.

(그림 4) 일정공유 기능 로챠트

(Figure 4) Flowchart of Schedule Sharing Function

  

일정 목록들 가운데 하나의 일정을 선택하면 ‘일정공

유’를 선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

하는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일정을 공유하도록 설계하고 

구 하 다. ‘일정공유’를 선택하고 카카오톡이 설치된 

경우 공유할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일정 내

용을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보냄으로 공유하게 된다.

그림 5는 알림반복 기능의 로챠트이다. 사용자가 일

정을 입력하는 경우 일정에 한 알림을 선택하고 알림

을 받을 시간을 입력한다. 입력을 받은 날짜와 시간이 되

면 Notification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사

용자가 Notification을 클릭하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마다 

지속 으로 알림을 보내고 사용자가 Notofication을 클릭

하면 알림을 멈추고 일정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4. 일정 리 어 리 이션 구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 구 한 일정 리 어 리 이션

은 재 사용되고 있는 스 쥴러 어 리 이션들과 차별

(그림 5) 알림반복 기능 로챠트

(Figure 5) Flowchart of Repeated Notification

화되는 기능들을 설계에 따라 구 함과 동시에 쉽고 편

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복잡한 UI로 구성하지 않고 기

능구 에 집 하여 구 하 다. 한, 구 된 어 리 이

션에 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 다. 추후 상용화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에 집 하여 UI를 구성할 것이다. 본 논

문의 일정 리 어 리 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모바일 어 리 이션 형태로 구 하 다.

 4.1 일정 리 어 리 이션 구  화면

그림 6은 일정 리 어 리 이션의 메인화면과 일정

작성 기능을 구 한 화면이다. 

 

(그림 6) 메인화면과 일정작성 구 화면

(Figure 6) Implementation Screen of Main and 

Schedul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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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작성’은 선택한 날짜와 알림의 설정이 가능한 

SwitchButton과 일정의 이름과 메모의 작성이 가능한 

EditText로 구성하 다. 일정등록 화면의 하단 장 버튼

을 선택하면 등록한 일정이 내부 장소에 장되고 

FloatingActionButton을 클릭하면 일정공유 버튼과 일정삭

제 버튼이 표시된다.

그림 7은 자신 는 다른 사용자와 일정을 공유할 필

요가 있는 경우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일정을 공유하는 

기능을 구 한 화면이다.

 

(그림 7) 일정공유 구  화면 

(Figure 7) Implementation Screen of Schedule 

Sharing Function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일정 리 앱들은 여러 명의 

사용자가 일정을 공유할 필요성을 가진다. 본 논문의 일

정 리 어 리 이션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

유한 메신  앱인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림 6의 ‘일정작성’ 화면에서 일정을 작성한 후 일정

공유 FloatingActionButton을 클릭하여 카카오톡을 사용한 

일정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림 7은 카카오톡에서 일정이 

공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은 ‘알림설정’ 기능을 구 한 화면이다. 본 논문

의 어 리 이션은 계획을 세우지 않아 일정을 채크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한 어 리 이션으로 알

림설정 시 사용자가 알림을 확인할 때까지 지속 으로 

알림을 주도록 설계하고 구 하 다.

그림 8의 왼쪽 구 화면인 ‘일정작성’ 기능의 ‘알림설

정’의 SwitchButton을 클릭하면 알림 시간을 나타내는 

TextView가 나타난다. 여기서 알림시작시간, 알림마침시

 

(그림 8) 알림설정 기능 구 화면

(Figure 8) Implementation Screen of Notification 

Setting Function 

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TextView를 클릭하면 시

간 설정이 가능한 Dialog가 표시된다. 알림을 설정하고 

나면 그림 8의 오른쪽 구 화면과 같이 Notification을 통

해 알림이 설정되었음을 알려주고 Notification을 선택하

면 그림 9의 일정 목록으로 이동한다.

그림 9는 작성된 일정과 일기의 목록을 나타내는 기능

을 구 한 화면이다.

 

(그림 9) 일정과 일기목록 구 화면

(Figure 9) Implementation Screen of Schedule List 

and Diary List   

작성된 일정이나 일기는 다양한 목 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 목록으로 일정과 일기를 제공

하는 기능을 구 하 다. 목록에서 일정이나 일기를 선택

하면 선택된 일정 는 일기의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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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일정이나 일기 삭제 시 필요한 일의 삭제

를 이기 해 장을 하는 기능의 구 화면이다.

 

(그림 10) 일정삭제와 팝업 삭제 기능 구 화면 

(Figure 10) Screen of Schedule Delete and Pop-up 

Delete Function 

일정 리 어 리 이션 사용 시 등록된 일정이나 일기

를 잘못 삭제하는 것을 이기 한 장치로 사용자가 등

록된 일정이나 일기를 선택하고 삭제를 하더라도 바로 

삭제하지 않고 장소에 장한 뒤 사용자의 삭제 의사

를 다시 확인한 후 삭제하는 기능이다. 

FloatingActionButton 버튼을 사용하여 삭제한 일정이

나 일기는 바로 삭제되지 않고 장소로 이동된다. 본 논

문의 구 에서는 휴지통을 사용하 다. 휴지통 목록에서 

일정 는 일기 일을 선택하면 팝업창이 뜨고 이때 ‘ ’ 

버튼을 선택하면 일은 완 히 삭제된다. 

4.2 일정 리 어 리 이션 구  코드

그림 11의 코드는 그림 6의 ‘일정작성’ 구 화면에서 

장 버튼을 르는 경우 txt 일의 형태로 내부 장소

에 일정을 장하는 소스코드이다.

title 변수는 일정제목, main 변수는 메모내용 할당을 

한 변수이며 title 변수와 main 변수에 담긴 내용은 

scheduleText에 함께 장된다. date 변수는 메인화면에서 

CalendarView를 사용하여 선택한 날짜를 String 형태로 

장하는 변수이다. getFilesDir()은 어 리 이션 내부 장

소의 주소이며 내부 장소의 Schedule 폴더에 date 변수

에 장된 날짜의 txt 일로 장한다.

String title = scheduleName.getText().toString();

String main = scheduleContents.getText().toString();

scheduleText = title+"\n"+main;

try{

   File dir = new File(getFilesDir()+"/Schedule");

   File file = new File(dir, date+".txt");

   FileOutputStream fileOutputStream = new FileOutp

utStream(file);              

   fileOutputStream.write(scheduleText.getBytes());

   fileOutputStream.close();

}catch (Exception e){

   e.printStackTrace();

}

(그림 11) 일정 장 코드

(Figure 11) Code of Schedule Save

그림 12는 일정공유 기능의 구 코드이다. 일정의 공

유는 일정이 장된 내부 장소 Schedule 폴더에서 선택

한 날짜로 장된 txt 일에 장된 일을 불러와 

message 변수에 할당한 후에 그림 7과 같이 공유한다. 

Intent kakaoTalkIntent = new 

Intent(Intent.ACTION_SEND);

kakaoTalkIntent.setType("text/plain");

Intent intent = getIntent();

String date = intent.getStringExtra("date");

File dir = new File(getFilesDir()+"/Schedule");

File diaryFile = new File(dir, date+".txt");

String message = "[일정공유]"+"\n"+"일시: 

"+date+"\n"+intent.getStringExtra("scheduleText");

kakaoTalkIntent.putExtra(Intent.EXTRA_TEXT, 

message);

kakaoTalkIntent.setPackage("com.kakao.talk");

startActivity(kakaoTalkIntent);

(그림 12) 일정공유 코드

(Figure 12) Code of Schedule Sharing

다른 애 리 이션으로 메시지를 달할 Intent를 생성

하고 setType()을 통해 송할 데이터의 유형을 text/plain

으로 지정한다. Intent의 setPackage()에서 카카오톡으로 

데이터가 송되도록 카카오톡의 패키지명인 “com.kakao. 

talk”를 설정한다.

그림 13은 일정을 등록한 날짜의 알림설정 시간에 

Notification을 통한 알림이 오도록 구 한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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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Compat.Builder builder = new 

NotificationCompat.Builder(context.getApplicationConte

xt(), channelId);

Intent notificationIntent = new 

Intent(context.getApplicationContext(), 

ScheduleMenu.class);

notificationIntent.setFlags(Intent.FLAG_ACTIVITY_CLEA

R_TOP | Intent.FLAG_ACTIVITY_SINGLE_TOP);

PendingIntent pendingIntent = 

PendingIntent.getActivity(context.getApplicationContext

(), 0, notificationIntent, 

PendingIntent.FLAG_UPDATE_CURRENT);

builder.setContentTitle("일정 알림")

      .setContentText("등록된 일정이 있습니다.")

      .setAutoCancel(true)

       .setPriority(NotificationCompat.PRIORITY_HIGH)

      .setSmallIcon(R.drawable.alarm)

      .setContentIntent(pendingIntent);

notificationManager.notify(0, builder.build());

(그림 13) 알림 코드

(Figure 13) Code of Notification 

알림구 은 BroadcastReviewer를 상속받는 AlarmReceiver 

클래스를 생성하여 해당 클래스에 Notification을 생성한다.

그림 14는 알림 실행 구 에 한 소스코드이다.

Calendar calendar = Calendar.getInstance();

calendar.set(Calendar.YEAR, Integer.parseInt(year));

calendar.set(Calendar.MONTH, 

Integer.parseInt(month)-1);

calendar.set(Calendar.DAY_OF_MONTH, 

Integer.parseInt(day));

calendar.set(Calendar.HOUR_OF_DAY, alarmHour);

calendar.set(Calendar.MINUTE, alarmMinute);

calendar.set(Calendar.SECOND, 0);

int CODE = Integer.parseInt(date.replaceAll(“-“, “”));

Intent intent = new Intent(getApplicationContext(), 

AlarmReceiver.class);

PendingIntent pendingIntent = 

PendingIntent.getBroadcast(getApplicationContext(), 

CODE, intent, 

PendingIntent.FLAG_CANCEL_CURRENT);

AlarmManager alarmManager = (AlarmManager) 

getSystemService(ALARM_SERVICE);

alarmManager.setAndAllowWhileIdle(AlarmManager.RT

C_WAKEUP, calendar.getTimeInMillis(), 

pendingIntent);

(그림 14) 알림 실행 코드

(Figure 14) Code of Notification Practice

알림의 실행은 Calendar에 선택한 날짜와 시간을 설정

한 뒤 AlarmManager를 통해 정해진 날짜와 시간이 되면 

AlarmReceiver를 실행시킨다.

그림  15는 일정이나 일기 일을 삭제하는 경우 바로 

삭제하지 않고 장을 하는 기능에 한 구 코드이다. 

작성된 일정과 일기는 각각의 화면에 구 된 

FloatingActionButton을 사용하여 삭제할 수 있다. 이때 필

요한 일정이나 일기 일이 삭제되는 것을 최 한 이

기 하여 삭제된 일정과 일기는 바로 삭제하지 않고 특

정한 폴더로 이동시킨 후 사용자의 확인을 거쳐 삭제한

다. 본 논문에서는 휴지통으로 이동한다.

Intent intent = getIntent();

File dir = new File(getFilesDir()+"/Schedule");
File scheduleFile = new File(dir, 
intent.getStringExtra("date")+".txt");
File deleteFile = new 
File(getFilesDir()+"/Delete/Schedule", 
intent.getStringExtra("date")+".txt");

if(scheduleFile.exists()){
  scheduleFile.renameTo(deleteFile); 
}

(그림 15) 삭제된 일정과 일기 장 구

(Figure 15) Storage Implementation Code of Deleted 

Schedule and Diary 

그림 16은 장된 일정이나 일기 내용의 확인이 필요

한 경우를 해 일기목록과 일정 목록을 구 한 코드이다. 

listView = findViewById(R.id.listView);

final File dir = new File(getFilesDir()+"/Schedule");
File file[] = dir.listFiles();

ArrayList<String> scheduleList = new ArrayList<>();

for(int i = 0; i< file.length; i++){
   String scheduleName = file[i].getName();
   if(scheduleName.contains(".txt")){
     scheduleName = scheduleName.substring(0, 
scheduleName.lastIndexOf('.'));
     scheduleList.add(scheduleName);
   }
}
ArrayAdapter<String> adapter = new 
ArrayAdapter<>(this, 
android.R.layout.simple_list_item_1, scheduleList);
listView.setAdapter(adapter);

(그림 16) 일정목록과 일기목록 코드

(Figure 16) Code of Schedule List and Diary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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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Task
평균

값

기능성

1. 일정의 등록이 가능한가? 4.75
2. 일기의 작성이 가능한가? 4.75
3. 일정의 삭제가 가능한가? 4.5
4. 일정등록 시 카카오톡과 공유가 가능한가? 4.75
5. 알림의 설정이 가능한가? 4.75

근성
1. 앱은 사용자가 쉽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구 되었는가? 3.75
2. 조작방법은 편리한가? 3.75
3. 버튼의 크기와 버튼 사이의 간격은 당한가? 4.25

매력성
1. 디자인은 심 하게 구성되었는가? 5
2. 디자인은 조화롭게 구성되었는가? 4.25
3. 아이콘들의 사이즈는 당한가? 4.5

사용성
1. 앱은 필요한 기능만으로 구성되었는가? 4.75
2. 기능은 사용하기에 쉽게 구성되었는가? 4
3. 쉽게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가? 3.5

유용성

1. 서비스는 다른 스 쥴러 앱보다 편리한가? 3.25
2. 서비스는 다른 스 쥴러 앱보다 쉽게 사용 가능한가? 3.5
3. 서비스는 다른 스 쥴러 앱보다 시간이 
  약되는가?

3.5

(표 3) 사용성 테스트 항목

(Table 3) Usability Test Items

일정목록은 내부 장소의 Schedule 폴더 내의 일들

의 이름을 scheduleList에 장하고 해당 리스트를 ListView

를 통해 화면에 나타나도록 구 하 다.

4.3 어 리 이션 사용성 평가

구 된 어 리 이션이 설계한 기능들을 제 로 구

하 는지와 유용한 어 리 이션인지를 확인하기 해

서는 구 된 모바일 어 리 이션의 사용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11]. 디지털콘텐츠의 사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휴리스틱 평가, 인지  시찰법, 기본 사용자 

평가, 실험실 평가, 장 평가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

다[12-13]. 본 논문에서는 휴리스틱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 다. 휴리스틱 평가는 2-5명의 소

수의 UI/UX 문가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성을 평

가하는 것으로 비교  은 산을 사용하여 짧은 기간

에 평가가 가능한 방법이다[12]. 사용성 평가 기 으로는 

피터 모빌의 허니콤 모형의 7가지 사용성 원칙을 기반으

로 하 다. 허니콤 모형의 7가지 사용성 원칙은 유용성, 

사용성, 매력성, 가치성, 신뢰성, 근성, 검색성이다[14]. 

본 논문에서는 구 된 스 쥴 어 리 이션이 설계시 기

능을 구 하 는지와 사용성을 주로 평가하기 하여 

기존의 허니콤 모형을 재구성하 다. 허니콤 모형의 가치

성, 신뢰성, 검색성은 제외하고 유용성, 사용성, 매력성, 

근성과 어 리 이션이 가진 기능성을 평가하기 하

여 기능성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 다. 기존 허니콤 모

형과 본 논문의 사용성과 기능성 평가를 하여 새로이 

구성한 모형은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재구성한 평가 항목

(Figure 17) Reconfigured Evaluation Item

평가는 IT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4인의 문가가 참

여하 고 그림 18은 평가결과를 차트로 표 한 것이다.

(그림 18) 사용성 평가 결과

(Figure 18) Result of Usability Test

평가결과는 5는 매우 그 다, 4는 그 다, 3은 보통이

다, 2는 그 지 않다, 1은 매우 그 지 않다를 나타낸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기능성 항목은 1개가 4.5이고 4개는 

4.75로 구 된 스 쥴 어 리 이션은 설계한 기능인 일

정등록, 일기작성, 일정삭제, 일정등록 시 카카오톡 공유, 

알림설정 기능을 모두 잘 구 한 것으로 평가하 다. 매

력성 평가결과도 3개 항목에 해 모두 4.25이상으로 필

요한 기능만으로 화면을 심 하게 디자인함으로 평가결

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평가결과가 낮은 부분은 근성 

부분과 유용성 부분으로 구 한 스 쥴 어 리 이션이 

도움말 등을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가 오류를 범하는 경

우가 많고 시 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스 쥴러 앱과 

비슷한 편리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 다. 

표 3은 본 논문의 스 쥴 어 리 이션의 사용성 평가

를 해 설계한 항목들을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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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

에 도움이 되는 일정 리 어 리 이션을 설계하고 이를 

구 하 다.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 구 한 스 러 앱은 

일정작성 후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일기를 작성함으로 하

루를 평가하는 기능, 메신 를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와 

일정을 공유하는 기능, 일정이나 일기 삭제 시 바로 삭제

하지 않고 장하는 기능 등을 설계하고 이를 안드로이

드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어 리 이션을 구 하 다.

최근 일과가 복잡하고 건망증이 심한 인들이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 구 한 스 러 어 리 이션을 이

용하여 일정을 효율 으로 리하여 시간 , 경제  측면

에서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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