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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제작 및 제작환경==
제작자 : 최준호
홈페이지 : http://www.epmakes.com
제작 언어 및 컴파일러 : Borland C++ Builder 6 Enterprise Suite (C++)
제작 환경 : Microsoft Windows 7 Ultimate (RC)
==프로그램 사용 환경==
사용 가능 운영체제 : Microsoft 한글 Windows
시스템 필요조건 : HDD 여유공간 50MB 이상, 해상도 1024x600 이상
==개요==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는 학생들의 일상에 최적화되어 개발된 일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주요기능==
* 세련된 화면과 닉네임, 한마디, 배경화면 지정 등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꾸밀 수 있음
* 연별 일정보기 기능을 통해 연간 전체적인 일정 분포 파악이 가능
* 월별 일정보기 기능을 통해 한 달간 일정 내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음
* 주별 일정보기 기능을 통해 한주간의 일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자세한 일별 일정보기 기능을 통해 각 날짜별 일정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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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따른 일정 분포를 확인하기 쉬움
* 다른 창보다 위에 항상 떠 있는 태스크바 기능을 통해 웹 서핑 등 다른 컴퓨터 작업
시에도 일정 확인이 가능함
* 시간표 기반의 일정관리 기능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숙제 등을 보다 쉽게 등록할 수
있음
* 일반 사용자들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쉬운 일반 일정관리 기능을 포함
* 글꼴, 크기, 색상 등의 조절이 자유로운 각 일정별 상세정보 편집기능
* 이 밖에 타 일정관리 프로그램에 없는 다양한 기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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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가. 개발동기
현재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양한 일정관리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일정관리
프로그램들은 독특하게도 다른 프로그램에는 없는 각자만의 특별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노트북 위주의 학교생활을 위해 일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터라 10여 가지의 일정관리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국내
개발자가 제작한 프로그램들이었지만 일부는 외국에서 제작되어 한국어로 번역된 프로
그램을 사용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각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쓸 만했으나, 제가 쓰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를 포함한 학생이 일정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주로 추가하는 일
정 패턴과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일정 추가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점
입니다. 학생들이 주로 추가하게 되는 일정은 학교나 학원의 과제 등으로, 해당 날짜나
시간이 “과목”이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정관리
프로그램은 일정 추가 방식이 단지 “날짜”와 “시간”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쓰
기에는 다소 번거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일정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을까 구상하여 이 프로그램
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정 개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프로그램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정관리 프로그램은 일정 개수가 300개를 넘어서자 초기에 2~3초에 불과했던
프로그램 구동 시간이 약 10초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들의 파일 관
리 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한 파일 내에 일정을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
이 전반적인 프로그램 구동 속도를 느리게 한다고 판단하여 일정을 월 단위로 기록하
여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보통 일정을
지난 날짜에는 거의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이 계속 추가되어도 지난 월에 해당하
는 파일들에 기록되어 있을 뿐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읽지 않아 프로그램 구동 속
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일정관리 프로그램이 일정 확인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시로 켜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움은 사용자들이 일정관리 프로그램
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프로그램이 항상 상주하여 언제
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일정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으로
만들어진 기능이 태스크바 일정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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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소개
며칠 전에 나온 숙제, 혹시 자주 까먹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매번 귀찮게 일정 날짜
와

시간을

일일이

등록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젠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로 바꾸세요!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일정관리 기능을 여러분들도 마음껏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의 멋진 기능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용하고 싶게 만드는 깔끔하고 편리한 UI

프로그램의 메인 화면입니다. 좌측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계와 일간달력, 그리고 프
로그램 메뉴들이 보이며, 우측에 있는 메인화면에는 풍경 배경화면(기본제공)과 함께
사용자 프로필과 오늘 일정 요약 정보가 나타납니다. 사용자 프로필로는 사용자 사진과
닉네임, 한마디를 바꿀 수 있는데, 마치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보여
줄 한마디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마디 란에 다짐 한마디를 적어놓고 프
로그램 실행 때마다 본다면 일정 관리에 더욱 효과적이겠죠? 이처럼 오늘 일정이나 월
간 일정으로 화면을 가득 메우는 다른 일정관리 프로그램과는 달리 감성적으로 일정
관리 및 일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자 사진과 닉네
임, 한마디와 같은 사용자 프로필은 물론, 배경화면까지 [사용자 환경설정]에서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연별 일정보기를 통해 1년간의 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일정관리 프로그램들을 보면 월별 일정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는 이를 넘어 연별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합니다.

- 6 -

일정이 포함된 날짜는 붉은 색 바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생활
을 되돌아보거나, 새 해의 생활을 계획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 일정 내용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월별, 주별 일정보기 기능

위 화면은 월별보기 화면입니다. 연별 일정보기처럼 일정이 포함된 날에는 배경이 붉
은색으로 나타나며, 연별 일정보기와는 달리 해당 날짜의 일정 내용까지 나타나므로 월
별로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날짜 선택 후 바로 일정
추가, 또는 일정 편집으로 이동하거나 일별 일정보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월별 일정보기는 물론 일주일 단위로 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주별 일정보기 기능도
있습니다. 전 주, 다음 주 이동 버튼을 통해 빠르게 원하는 일정으로 이동할 수 있으
며, 월별 일정보기에 있던 연, 월 선택 기능을 통해 해당 월의 첫 번째 주를 포함하는
일주일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별이나 연별 일정보기에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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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정 바로추가, 바로편집, 바로 일별 일정보기로 이동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
다.

* 생활을 보다 쉽게 계획한다, 일별 일정보기 기능!
일별 일정보기 기능은 연별, 월별, 주별 일정보기 기능과 다릅니다. 하루 동안의 일정
을 계획하거나,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별 일정보기는 다른 일정보기와 달리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 화
면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일정을 빠르게 완료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세부내용
페이지입니다. 해당 날짜에 몇 개의 일정이 있는지 화면에 크게 보여주고, 완료된 일정
이 얼마나 있는지 까지 보여줍니다. 또한, 각 일정별로 나눠진 페이지를 제공하여 해당
일정의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세부내용 전체를 보거나, 링크를
클릭해 링크된 사이트나 해당 파일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별 일정보기의 세부내용 페이지에서는 각 일정을 바로 편집하거나, 삭제, 그
리고 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에서는 해
당 일정을 완료했을 경우 삭제하지 않고 “완료/미완료” 체크 기능을 통해 체크할 수 있
습니다. 삭제 방식일 경우 지난 일정을 되돌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에서 사용하는 일정 기록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일정보기의 시간흐름도 페이지에서는 시간이 설정된 일정들에 대해서 하루 24시
간의 시간표에 일정들을 나열하여 보여줍니다. 여기서 EPMakes TaskManage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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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다른 방식의 일정관리에서는 시간 지정이 불편하여 시
간흐름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에서는 시간표 기반의 일정관리를 제공하여, 시간
을 포함한 일정 등록이 매우 수월하기 때문에, 시간흐름도의 활용이 매우 유용할 수 있
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정들은 아래쪽에 있는 “표시되지 않은 일
정”에 나타납니다.

* 꼭 필요한 사항만 담은 일정 방식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에서는 한 일정에 기본적으로 일정 이름, 그룹,
세부사항, 그룹, 세부그룹, 링크, 그리고 세부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룹은 사전에
지정하기 때문에, 실제 일정 추가 때 바로 설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더욱 편리합니
다.

* 시간표 기반의 일정관리로, 원스톱 일정 추가!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의 최대 장점! 바로 시간표에 기반을 둔 일정관
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음 예시 상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동이는 월요일인 오늘 물리 시간에 다음 수업시간까지 책에 있는 물리 실전문제를
풀어오라는 숙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리 수업의 다음 시간은 목요일 3교시인 오전
11시입니다. 길동이는 이 숙제를 일정으로 어떻게 등록해야 할까요?
길동이가 일반적인 일정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일정을 등록해야 합
니다.

일정 이름 입력과 그룹 지정은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날짜 지정과 시
간 지정에서 비롯됩니다. 날짜를 지정하려면 이번 주 목요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생각하
여 해당 날짜로 이동해야 되며(예를 들어 2009년 6월 20일), 시간도 오전/오후, 시, 분
을 일일이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숙제는 당연히 한두 개가 아니며, 결국 시간 지정
을 하는 것을 건너뛰거나 결국에는 아예 일정관리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단계까지 이
르게 됩니다.
하지만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의 시간표 기반 일정을 사용한다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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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을 등록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일일이 지정해야만 했던 날짜와 시간이 “다음 수업시간까지”로 압축
되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대부분 등록하는 일정들은(특히 과제) 거의 “다음 수업
시간까지”여서,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에서는 기본으로 지정된 것이 “다
음 수업시간까지”입니다. 따라서 그룹 지정까지 만으로도 일정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결과는 전자와 똑같이 같은 날짜와 시간이 등록되게 됩니다.
굳이 “다음 수업시간까지”가 아니더라도 시간표 기반 일정 방식이 압도적으로 빠르고
편리합니다.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에서는 “다다음 수업시간까지”, “3번
째 수업시간까지” 등의 다양한 지정 방식은 물론, “교시”를 통해 지정할 수 있는 직접
지정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그룹으로 관리하는 일정
모든 일정이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정은 학교와 관련이 있으며,
어떤 일정은 집안 생활에, 또 일부 학생들은 학원도 다니기 때문에 학교 시간표와 학원
시간표가 별개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룹으로 관리하는 일정방식을 사용합니
다. 최대 20개까지의 넉넉한 그룹 개수를 제공하여 다양한 상황의 일정을 보다 체계적
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하게 검색하고, 편집할 수 있는 일정 편집 화면
“일정 편집” 메뉴에서는 날짜 기간을 정하여 일정을 검색할 수 있으며, 완료/미완료 여
부, 그룹 지정, 단어포함 검색 등의 다양한 검색 방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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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뷰를 통해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해당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우측에
해당 일정에 대한 상세정보가 나타나며, 일정 완료/미완료나 편집, 삭제가 가능합니다.
링크 클릭을 통한 링크 이동도 가능합니다. 단어검색을 제외하고 모든 설정들은 변경
즉시 검색결과에 적용되므로, 빠른 일정 검색과 편집이 가능합니다.

* 새 창으로 나타나며, 편리한 구성을 이루는 일정 추가/편집
새 일정을 추가하거나 특정 일정을 편집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콘으로 표시된 해당 요소들에 대한 정보와,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요소 입력칸들을
통해, 보다 빠르고 쉽게 일정을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 화면은 일반 일정을 추가하거나 편집할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날짜의 경우 이
전 날짜 / 다음 날짜 이동 버튼과, 오늘 기준 해당 날짜 이동 버튼으로 원하는 날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으며, 오늘 기준으로 어떤 날인지(예를 들어, 모레)와 오늘로부터
며칠 지났는지, 또는 며칠 남았는지를 바로 표시하여 빠른 날짜 확인이 가능하도록 만
들었습니다. 시간의 경우도 에디트 박스를 통해 입력받는 다른 대부분의 일정관리 프로
그램과는 달리, 트랙 바를 이용하여, 마우스 드래그로 빠르게 원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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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은 한 줄에 정렬되어 배치된 에디터 기능을 통해 편리한 세부내용 편집이 가
능하며, 외부 편집기에서 복사하여 붙여넣기도 지원합니다. 또한, 서식 있는 텍스트 문
서(*.rtf)나 텍스트 파일(*.txt) 열기를 지원하여 해당 파일을 바로 세부내용으로 불러
들일 수 있으며, 세부내용에서 편집한 내용을 서식 있는 텍스트 문서(*.rtf)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의 일정 추가/편집 화면의 또 다른 장점은 일정
추가나 편집을 하면서 다른 일정관리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화면이 나타났을
때에도 메인 프로그램에서 다른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일정 추
가/편집 화면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일정을 비교해 보면서 편집이나 수정할
때 등에 매우 유용하겠죠?

* 월 단위로 일정을 관리하여 더욱 빠른 프로그램 구동 속도
일정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용할수록 구동 속
도가 느리고, 일정 추가 시에도 반응이 느려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일정관리 프로그램이 하나의 파일에 모든 일정을 저장해 놓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용 시에는 모든 일정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
게 한 파일에 저장하여 프로그램 구동 시 모두 가져오게 된다면, 프로그램 속도는 당연
히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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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는 다릅니다. 위 사진처럼 월별 일정 파일이 따
로 존재하여 계속 사용함에 따라 프로그램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대부
분의 사용자들이 날이 바뀔 때마다 해당 날의 월에 주로 일정을 추가하기 때문에 월이
바뀌면 이전 월에 해당하는 일정 파일은 더 이상 거의 확인하지 않고 다음 월에 해당
하는 파일을 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일정 목록은 축적시키면
서도 실제 사용 시에는 전혀 무리가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언제나 항상 일정 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태스크바 기능
아무리 일정관리 프로그램에 일정을 등록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일정관리 프로그램을
켜서 보지 않는다면 소용없겠죠? 이는 일정관리 프로그램을 항상 켜놓고 볼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에서
는 특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바로 태스크바 기능입니다. 태스크바는 작업 표시줄처럼
화면의 한쪽을 완전히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의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프
로그램이 최대화를 하더라도 태스크바를 넘지 않습니다.

아래쪽이 작업 표시줄이고, 위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태스크바입니다. 다른 작업에
큰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기에 매우 적합하도록 적당한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는 윈도우 운영체제와는 달리 작업
표시줄을 상단과 하단에 각각 하나씩 총 2개를 사용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작
업 표시줄을 1개만 사용하는 윈도우 운영체제 상에서는 상당히 적합한 공간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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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죠?
태스크바에서는 메뉴, 오늘부터의 일정 목록, 일정 추가 버튼, 날짜, 시간이 나타나 있
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윈도우 작업 표시줄을 자동 숨김으로 설정하는 사용자들을 위하
여 추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환경설정에서 날짜와 시간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바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지속적인 업데이트 제공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될 업데이
트를 통해, 버그 수정과 다양한 기능 추가가 이루어진 새 버전의 프로그램이 계속 제공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 프로그램에는 자동 업데이트 확인 기능과 함께, 새 버전
이 나오면 해당 업데이트 버전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해 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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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사용법
이제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의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
다.

@ 기본 사용방법

* [1] 현재시각 / 현재날짜 : 현재 시각을 아날로그 식으로 깔끔하게 나타내 주며, 현
재 날짜를 크게 표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 [2] 주 메뉴 : 프로그램의 핵심 메뉴들이 있습니다.
- Main : 프로그램 실행 시 나타나는 처음 화면입니다.
- 일정보기 : 등록된 일정을 월별, 일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일정편집 : 등록된 일정을 손쉽게 관리하고, 편집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 [3] 퀵 메뉴 : 빠른 명령을 위한 곳으로, 기본적으로 일정 추가 기능이 등록되어 있
습니다.
* [4] 주 메뉴 표시부분 : 주 메뉴에서 선택한 메뉴에 대한 화면이 나타나는 부분입니
다.
* [5] 설정 메뉴 : 프로그램이나 사용자에 대한 환경설정이나 업데이트 및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 환경설정 : 프로그램 실행이나 화면, 사용자 프로필, 일정 그룹 등의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정보 :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내역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업데
이트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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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보기(연별) 사용방법

* [1] 연 선택 : 연별 일정보기에 나타낼 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 달력 : 선택한 연도에 해당하는 달력이 나타납니다. 왼쪽 위부터 오른쪽 방향으
로 1월~6월,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7월~12월입니다.
* [3] 선택 일정 패널 : 선택한 날짜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좌측에는 선택한 일정
날짜, 오늘과 비교한 날짜, 음력, 일정 개수 및 일정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측에는 선택
한 날짜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 기능 버튼이 있습니다.
-

일정 추가 : 선택한 날짜에 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날짜로 이동 : 현재 보는 일정보기에 선택한 날짜를 포함하는 달력을 보여

줍니다.
-

일별 일정보기 : 선택한 날짜에 대한 일별 일정으로 이동합니다.

-

해당 날짜 일정편집 : 선택한 날짜에 대한 일별 편집으로 이동합니다.

@ 일정보기(월별, 주별) 사용방법

* [1] 연, 월 선택 : 월별/주별 일정보기에 나타낼 연도와 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별 일정보기에서는 선택하면 해당 연도와 월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날이 포함된 주로 이
동합니다. 연, 월 선택 부분은 해당 주의 첫 번째 날 기준으로 나타납니다.
* [2] 달력 : 선택한 연도와 월에 해당하는 달력이 나타납니다. 왼쪽 위부터 오른쪽 방
향으로 1월~6월,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7월~12월입니다.
- 16 -

* [3] 선택 일정 패널 : 선택한 날짜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 일정보기(일별-세부내용) 사용방법

* [1] 날짜 선택 : 일별 보기에 나타낼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 해당 날짜 요약 : 선택한 날짜에 대한 요약 정보가 나타납니다. 날짜의 총 일정
개수, 완료된 일정 개수와 완료율을 보여줍니다.
* [3] 일정별 세부사항 : 선택한 날짜에 있는 일정들을 각각 페이지로 분류하여 보여
줍니다. 일정 완료/미완료 체크, 일정 편집, 삭제, 링크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이름 : 해당 일정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

그룹 : 해당 일정이 속한 그룹을 나타냅니다.

-

세부사항 : 해당 그룹 내에서의 소분류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표 방식의 일정에

서는 과목에 해당합니다.
-

날짜 : 해당 일정의 날짜를 나타냅니다.

-

시간 : 해당 일정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

링크 : 해당 일정에 걸려 있는 링크입니다. 링크는 컴퓨터 내 파일일 수도 있고

사이트 링크일 수도 있습니다.
-

상세내용 : 해당 일정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을 나타냅니다.

- 위의 일정 아이콘들은 일정 추가/편집 등의 다른 표시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 일정보기(일별-시간흐름도)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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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간흐름도 : 선택한 날짜 내의 일정 중 시간을 포함하는 일정을 24시간 시간흐
름도에 표시해 줍니다. 시간흐름도에는 해당 일정의 이름과 시간이 표시됩니다.
* [2] 표시되지 않은 일정 : 시간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시간흐름도에 표시할 수
없는 일정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 일정편집 사용방법

* [1] 검색 날짜범위 선택 : 검색할 날짜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설정된
날짜부터 오른쪽에 설정된 날짜까지의 일정이 검색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9일간의
날짜를 바로 입력할 수 있으며, 좌우 버튼을 이용해 원하는 일정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
능합니다. 또, 날짜 박스를 선택하여 직접 날짜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 [2] 검색 결과(표시개수) : 일정 검색 결과 찾아낸 일정 개수를 표시해 줍니다.
* [3] 일정 데이터 가져오기 / 내보내기 : 백업을 위해 검색결과에 표시된 일정들을 내
보내거나, 다른 파일로부터 일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4] 검색 범위설정(완료/미완료) : 검색 범위로, 완료된 일정과 미완료된 일정을 설
정할 수 있습니다.
* [5] 검색 범위설정(그룹) : 검색 범위로, 특정 그룹에 대해서만 검색하거나 전체 그
룹 검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6] 일정 찾기 : 검색 범위로, 검색어에 입력된 단어를 포함하는 일정만 찾을 수 있
습니다.
* [7] 검색 결과 : 지정한 검색 범위에서 검색하여 찾아낸 일정들의 목록과 일부 요소
들이 표시됩니다.
* [8] 일정 세부정보 : 검색 결과에서 한 일정을 선택하면 해당 일정에 대한 세부정보
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완료/미완료 체크, 일정 편집, 일정 삭제 및 링크 이동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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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추가/편집 창 사용방법

* [1] 일정 기본정보 입력 : 일정 기본정보인 완료/미완료, 일정 이름, 그룹, 세부그룹
을 입력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 [2] 날짜 및 시간 입력 : 일정에 대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 종류는 “일반 일정”과 “최적화 일정”이 있습니다.
- 일반 일정 : 일반적인 일정 입력 방식으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입력할 수 있습
니다.

- 최적화 일정 : 사용자 환경설정에서 지정한 시간표에 맞추어, 원하는 날짜와 시간
을 한 번에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입력 방식입니다. 세부사항에 지정한 과목을 기준으로
몇 번째 수업시간까지인지 선택하면, 시간표에 따라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이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 [3] 세부내용 에디터 : 세부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에디터입니다. 글꼴, 크기, 굵게,
기울이기, 밑줄,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색상 설정, 실행취소, 파일로부터 가져오기
(*.txt, *.rtf 지원), 파일로 저장하기(*.rtf 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 [4] 링크 설정 : 해당 일정에 대해 링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기]를 통해
컴퓨터 내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직접 사이트 주소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 태스크바 사용방법

* [1] 메뉴 :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화면 열기 등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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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정 표시부 : 오늘을 기준으로 해야 할 일정들이 나타납니다. 사용자 환경설정
에서 지정한 일정 표시 개수만큼 스크롤되면서 나타납니다.
* [3] 퀵메뉴 : 메인화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정 추가가 가능한 일정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 [4] 날짜 및 시각 표시부 : 현재 날짜와 시각이 표시됩니다.

@ 사용자 환경설정 사용방법

* [1] 메뉴 : 사용자 환경설정은 여러 페이지로 묶여 있으며,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한 메뉴 부분입니다.
* [2] 설정 표시부 : 메뉴에서 선택한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 일반 : 프로그램 실행과 관련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화면 : Main에 나타나는 사용자 프로필과 배경화면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 일정 그룹 : 일정관리에서 사용할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 종류에는 일반
과 시간표가 있으며, 시간표를 선택하였을 경우 세부적으로 시간 설정과 시간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룹 기본설정 : 그룹 이름과 세부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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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설정(시간표에만 해당) : 시작 교시, 첫교시 시작시간, 수업 시간,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은 일정 추가시 시간을 계산
할 때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작 교시와 첫교시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교시가 계산되
며, 이 때 추가시간으로 설정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건너뛰어 계산하게 됩니다.

* 시간표 설정(시간표에만 해당) : 입력했던 세부내용이 과목이 되며, 해당 과목에
대해 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 위에 해당 과목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왼쪽
세부내용 목록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한 후 시간표에서 원하는 곳을 더블클릭하면 등
록됩니다. 반대로 등록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시간표에서 등록된 곳을 더블클릭하면 해
제됩니다.

- 태스크바 : 태스크바와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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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그램 설치방법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를 설치하는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 설치 파일 이용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 설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하면, 사용자 입
장에서는 설치 프로그램 하나로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편리합니다. 또
한, 업데이트 시에도 같은 폴더에 설치하면 업데이트 작업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
다.
설치 프로그램은 NSIS(널소프트 설치 시스템)이나 Inno Setup 등으로 만들 수 있습
니다. 그 중 압축효율이 뛰어난 lzma Solid 압축방식을 지원하는 NSIS를 이용해 설치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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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 파일 이용
일정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USB등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넣어 휴대하면서 다른 컴퓨터
에서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설치 프로그램을 통한
배포와 함께 압축 파일을 이용해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어느 경로에서
도

상대경로

기반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설치

프로그램에

포함된

TaskManager for Students 설치 파일들을 압축하여 배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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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akes

■ 기 타
가. 참고자료
@ 아이콘 및 이미지의 사용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에서는 다음과 같은 출처에서 아이콘과 이미지
를 사용하였습니다.
- http://www.famfamfam.com/lab/icons/silk/
- http://sweetie.sublink.ca
위 출처의 아이콘들은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라이선스 하에 사용되었습니
다. 또한, 위 출처는 프로그램의 [업데이트/정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참고사항
- 제출하는 작품의 버전은 EPMakes TaskManager for Students v1.0.0, 제작일자
2009년 7월 5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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