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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앱 설치/PDF 불러오기

➋ 읽기/필기 모드 전환하기

➌ CALENDAR

➍ YEARLY

➎ MONTHLY

➏ WEEKLY

➐ TIMETABLE

➑ NOTES



➊ 앱 설치/PDF 불러오기

➊ '+' 십자 모양 버튼 누르기

➋불러오기 버튼 선택하기

애플 iOS에서 '굿노트' 설치하기

애플 iOS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굿노트'(하단 아이콘 참고)를 

검색하여 설치하세요.

➌파일 선택하기 ➍파일 불러오기 후 해당 파일을

열어서 사용하세요.

PDF 파일 불러오기(굿노트) 

➋ '굿노트' 검색 ➌ '굿노트' 설치·실행➊ '앱스토어' 실행



➊ 앱 설치/PDF 불러오기

➊ '+' 십자 모양 버튼 누르기

➋문서 가져오기 버튼 선택하기

➌파일 선택하기 ➍파일 불러오기 후 해당 파일을

열어서 사용하세요.

PDF 파일 불러오기(노트쉘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노트쉘프' 설치하기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노트쉘프'(하단 아이콘 참고)를 

검색하여 설치하세요.
➊ '플레이스토어' 실행 ➋ '이지노트' 검색 ➌ '노트쉘프' 설치·실행



➋ 읽기/필기 모드 전환하기

버튼을 탭하면 읽기와 필기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기 모드 전환 버튼

이 버튼이 활성화 됐을 때 미피 캘린더 굿노트에 있는 

CALENDAR, YEARLY, 1~12, WEEKLY, NOTES 등

다양한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필기 불가

읽기 모드 전환 버튼

이 버튼이 활성화 됐을 때 필기가 가능하며

하단에 필기를 위한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필기 메뉴에서 지우개, 선 굵기 및 컬러 변경, 

이미지 삽입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미피 캘린더 굿노트의 메뉴를 눌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처음 실행시 보이는 메인 화면에서

좌측(⇦)으로 슬라이드 하면 미피 캘린더 굿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력을 한번에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월(숫자)를 선택하여 해당 MONTHLY 페이지로 이동 가능하며,

'미니 월력'을 선택해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➌ CALENDAR



➍ YEARLY

2023년 한 해의 계획 및 목표 등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작성하는 페이지입니다.



➎ MONTHLY

월력 화면에서 'WEEKLY' 메뉴를 선택시

세부적으로 한 주를 기록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시 월력으로 돌아가려면 상단 메뉴에서 원하는 숫자를 선택해 주세요.



➏ WEEKLY

⇧

미니캘린더에서 주 단위로 선택하면, 

해당 주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주차 WEEKLY 예시 화면] [2주차 WEEKLY 예시 화면]

[Timetable 예시 화면]

⇨

미니캘린더에서 

'Timetable' 메뉴를 누르면 

하루를 시간단위로 기록할 수 있는  

Timetable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➐ TIMETABLE

하루를 시간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전 '주간페이지'로 이동하려면 상단의 'WEEKLY'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➑ NOTES

자유롭게 필기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상단       메뉴를 눌러 '현재 템플릿'을 선택하면

'NOTES' 페이지를 추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NOTES 페이지가 부족할 때 사용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