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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쏠캘린더 그림 2 네이버 캘린더

Abstract

대부분의 캘린더 어플리케이션은 사용하기에 직관적이지 못하고 기능 추가에 따른 UI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GestureEven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Timeline상에서의 일정 편집이 가능한 캘린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캘린더로서의 필수

적인 기능은 완성하였으나, 안드로이드 개발의 경험이 부족하여 소스의 단편화를 포함한 여

러 문제와 추가적인 기능을 차후 완성하고자 한다.

1. Introduction

이제까지 몇몇 캘린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너무 많이 오히려 직관적이지 못하게 되거나, 날짜를 바꿔가며 일정을 확인하

는데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대다수의 캘린더 어플리케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문제는, 일정 추가의 불편함이다. 일반적으로 일정을 추가하기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은

일정 이름, 시작 시각과 추가적으로 종료 시각인데, 대부분의 경우 일정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번의 조작을 해야 한다. 구글 캘린더는 타임라인 상에서 곧바로 클릭을 통

하여 일정추가가 가능하나, 기타 많이 쓰이는 쏠캘린더나 네이버 캘린더는 이러한 기능이

부족하다.

또다른 문제는 월별로 일정을 보는 화면에서 하루에 할당된 영역에 들어가는 일정의 수가

고정되어있는 것이다. 보통 월별 페이지에서 시간이나 중요도를 우선으로 3개에서 4개 사이

의 일정만을 시현하고 이후의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일의 세부 페이지에 들어가야

전체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일정이 여러 개 있는 기간에는 날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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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바꿔가며 일정을 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장기적인 일정을 여러 날짜에 걸

쳐서 나타나는 직선의 형태로 표기하는데, 이는 한정된 영역에서의 일부를 낭비하게 된다고

도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구글 캘린더, 쏠린더, 네이버 캘린더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만 해오다가, 컴퓨터공학을 복수전공 하고 있는 타 학부 학생과 대화

를 하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기존 캘린더 어플리케이션들이 사

용하기에 불편하기도 하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

각에 같이 기획을 하며 캘린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게 되었다.

우선 최소한의 조작으로 캘린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이

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와 구현 방향을 결정하였다.

1. 버튼, 메뉴수 최소화 : Touch, Slide, LongPress등의 Gesture로 기능 수행

2. 직관적인 일정 확인 : Timeline 구현

3. 빠른 일정 확인 : 월별 페이지 자체를 확대/축소

4. 빠른 일정 추가 : Timeline의 빈 시간 터치시 즉시 추가

5. 빠른 일정 삭제/수정 : 일정 페이지 없이 Timeline에서 곧바로 수정

6. Activity수 최소화 : Floating Icon을 사용한 Menu를 Slide로 선택

2. Application Structure

어플리케이션 실행시 MainActivity가 보여지며, 사용자 입력에 따라 NewScheduleActivity

와 DayActivity가 나타난다. 모든 일정은 안드로이드 내장 SQLite를 통하여 저장되며, 작성

한 DB접근용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각 Activity와 Fragment가 필요에 따라 일정에 대한

접근과 수정을 시행한다.

2.1. MainActivity

MainActivity는 월 단위로 일정을 시현한다. 커스텀뷰를 작성하여 onDraw함수에서 1일이

차지하는 영역을 계산한 후, DayDrawing클래스에서 이 영역의 크기를 받아 실제 일정을 그

린다. 사용자의 터치 입력에 대응하는 확대/축소와 슬라이드 이벤트 또한 MainActivity에서

처리한다.

일정의 표시는 일정 추가시에 지정할 수 있는 Prioriy가 높은 일정(붉은색)이 우선이며,

같은 Priority를 가지는 경우에는 시간순으로 정렬하여 나타낸다.

MainActivity에서 확대/축소/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크게 두가지가 있

다. 우선 특정일의 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Activity를 열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있

고(캘린더는 당연히 일정의 추가보다는 확인을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일정 확인에 필요

한 사용자 입력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일정의 표시가 일종의 그림처럼 처리되어 사진을 확

대하여 둘러볼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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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ainActivity 그림 4 MainActivity Zoom

그림 5 연월 텍스트 터치시 그림 6 선택 후 자동스크롤

1일 이상의 장기 일정의 경우는 1일 영역 윗줄에 직선으로 나타낸다. 화면 상단의 연월

텍스트 터치시에 DatePicker를 통하여 즉각적인 스크롤 또한 가능하게 한다. 사용자가 선택

한 월의 1일이 첫줄에 나타나도록 자동으로 이동시킨다.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기위해 Home 버튼과 일정 추가를 위한 New Schedule 버튼도 Main

Activity에 추가한다. 1일 영역 터치시에는 해당하는 날짜의 DayActivity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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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ayActivity

2.2. DayActivity

DayActivity는 6개의 Fragment로 구성된다.

(2015.12 영역부터 시계방향으로)

2.2.1. YearMonthFragment

MainActivity 상단의 연월을 표시하는 레이아웃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하였

다.

2.2.2 TodayFragment

사용자가 터치한 날짜와 요일을 표시한다. 만약 날짜가 장기 일정중의 하루라면, 해당하는

장기 일정의 이름을 하단에 표시한다.

2.2.3. ScheduleListFragment

터치한 날짜의 일정들을 ListView로 나타낸다. 1일 내 일정은 모두 포함되고, 장기일정은

시작일 에만 포함이 되도록 구현하였다. 장기 일정 도중이나 마지막 날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일정 터치시에는 TimelineFragment의 해당하는 일정이 중앙에 오도록 자동으로 스크롤

한다. Long Press시에는 해당하는 일정의 정보를 NewScheduleActivity로 전달하여 일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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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일정 선택 그림 9 Marker 드래그 그림 10 Rename 처리

그림 11 Rename 완료 그림 12 Icon 처리 그림 13 Priority 토글

2.2.4. TodoListFragment

Todo 일정들과 해당 일정의 D-Day를 계산하여 ListView로 나타낸다. 일정 입력 시에 종

료시간만 입력한 Todo 일정은 D-Day만 표기하고,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모두 입력한

Todo 일정은 D-Day와 경과일 두 가지 모두 나타낸다.

2.2.5. TimeLineFragment

ScheduleFragment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정들을 검색하여 Timeline으로 표현한다. 장기일

정의 시작시간은 그라디언트와 추가적인 텍스트로 다른 1일 일정과 구별이 되도록 한다.(그

림7의 Travel start). 또한, 서론에서 구현 목표로 삼은대로 Timeline에 표시되는 일정을 선

택하여 NewScheduleActivity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DayActivity에서 일정을 편집할 수 있

도록 구현하였다. TimelineFragment에 LongPress 이벤트가 발생할 시, 우선 눌린 좌표에

대응하는 시각에 다른 일정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 일정이 존재하는 경우

선택된 일정의 시작/종료 지점에 Marker를 표시하고, 주위에 Submenu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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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편집종료

Marker를 드래그하여 일정의 시작/종료시점을 조절할 수 있으며, Submenu를 터치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일정의 속성을 편집할 수 있다. 그림 8~14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보인다.

시현의 일관성을 위하여 일정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Schedulefragment에 바로 반

영이 된다.

-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Press한 좌표에 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길이의 임시적

인 일정을 생성한 뒤에, 그 일정을 LongPress처리한다. 이 경우, 새로운 일정 추가에 대한

다른 구현 없이, 이미 존재하는 일정을 편집하는 작업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림 15 03:30에 일정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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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MainActivity의 New 터치 그림 17 ScheduleItem LongPress

2.3. NewScheduleActivity

MainActivity에서 New 버튼을 클릭하거나, DayActivity의 ScheduleFragment에 위치한

SchedueListView의 항목을 LongPress하는 경우에 전환된다. TimelineView의 현재 구조에

서는 1일 내 일정의 시간 조절은 가능하나, 날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를 처리하기에는 부

적합하여 임시적으로 이와 같이 추가하였다.

StartTime,EndTime선택시에 MainActivity->DayActivity를 통하여 TimelineView에 원하

는 시각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선택이 이루어진다. Timeline에서의 일정추가와 마찬가지로

시작시간 선택 시, 일정의 길이가 1시간이 되도록 자동으로 EndTime을 지정해준다.

ScheduleItem을 LongPress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정 외에 삭제도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Delete버튼을 통하여 일정삭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업로드 내역

Github 등록 : https://github.com/amphet/jhCal/tree/master/Draw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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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감 및 차후 구현

초기 기획에서 설정했던 구현방향대로 캘린더 기능이 실행되기까지는 성공했으나, 안드로

이드 개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은 경험이

많아 안드로이드도 적응이 빠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벤트 처리구조와 Intent, Fragment등

생소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모되었다. 기획에 있어서도 안드로이드 내부

구현을 알아보지 않고 우선 UI와 사용자 입력 처리부터 디자인했기에, 실제 구현시에 내부

구조와 상충되어 이미 작성했던 코드를 다른 구조로 재작성하는 일도 있었다.

디자인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현

재 기획 상 추가적으로 구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용 Android API 19로 변경

Android API 22 환경에서 개발하여 호환성 문제가 있기에, 가능한 한 API 레벨을 낮춰

호환성을 높인다.

- OOP로 수정

클래스간 멤버변수에 대한 직접 접근과 Fragment 클래스간 상호 호출 등 객체 지향 프로

그래밍에 맞지 않는 구조를 수정한다.

- Mainactivity 터치 이벤트 처리 변경

OnTouch()함수 Override를 통하여 드래그나 확대를 수동으로 구현한 부분을

GestureDetector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

- TimelineView의 Submenu를 Floating Menu로 수정

LongPress후 Submenu 터치가 아닌 Slide로 Menu를 선택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수정한

다.

- TimelineView 일정수정에서 날짜변경 기능 추가

Marker를 LongPress하거나 Submenu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TimelineView에서 일정

의 시작/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 MainActivity에서의 일정 다중선택으로 장기 일정 추가 기능 구현

일정들을 슬라이드하거나 LongPress로 시작~종료일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 일정

을 MainActivity에서 곧바로 추가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 이를 구현한다면, 위의

TimelineView에서의 날짜변경기능과 더불어 NewScheduleActivity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 기타

위젯, 잠금화면, 타 캘린더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