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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이고 시작하기

로그인

ㆍ 모이고 앱을 처음 이용하는 분이라면 모이고 모바일 버전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ㆍ 모이고 PC버전 실행 후 모이고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최초 로그인일 시 보안용 인증을 진행

     하여야 모이고 PC버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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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용 인증은 로그인할 시 컴퓨터마다 최초 1번만 진행하며, 모바일 모이고의 '모이'에게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모이고 계정 및 비밀번호는 모바일 모이고에서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2

참고사항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모두 찾기 방법은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 FAQ에서 확인

모이고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moigo@twinny.co.kr

로그인

이메일 주소나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모이고 연동방법 보러가기 첫 로그인이신가요?

보안용 인증을 시작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모이고의 '모이'에게 인증번호가 전

송됩니다.

인증번호 전송



초대를 보낼 수 있는 ‘친구’목록에는 내 휴대폰과 동기화된 연락처 정보가 표시됩니다.1

초대하고 싶은 사람을 모두 선택하고, 우측 상단 ‘확인’ 버튼을 누르면 친구 초대가 발송됩니다.2

2

친구를 초대해보세요!

일정, 노트, 파일

클릭하여 ‘수락하기’를 

선택해주세요

친구

친구와는 1:1 채팅, 일정 공유, 프로젝트 진행, 이미지/파일 전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ㆍ 모이고에서는 친구를 초대하거나 친구의 초대를 받아 수락하면, 친구를 맺을 수 있습니다.

ㆍ ‘친구 초대하기’는 [친구] 메뉴를 선택 후, 친구 목록 화면 우측 하단의 [+] 버튼을 눌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텍스트 전송: 한글, 영어, 특수문자, 공백 포함하여 한 번에 10,000자 전송 가능

이미지 전송: 개당 20MB 용량 제한, 회당 20장 전송 가능

파일 전송: 개당 1GB 용량 제한, 회당 1개 전송 가능

일정 알림: 해당 채팅방과 관련된 일정의 등록/수정/삭제에 대한 알림 표시

프로젝트 알림: 해당 대상과의 프로젝트 등록/수정/삭제에 대한 알림 표시

02. 채팅

내 친구 또는 그룹 회원들과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ㆍ 채팅방에서는 채팅 메시지와 이미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일정과 프로젝트에 관련된 일정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ㆍ 채팅에서 1회 전송할 수 있는 텍스트/이미지/파일 용량 및 개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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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그룹

그룹 만들기

그룹은 모이고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룹 생성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그룹을 생성할 수 있으며, 생성된 그룹에서는 회원을 초대하고 

회원들과 다양한 그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그룹 생성 시 설정 가능한 정보로는 그룹 이름, 그룹 공개/비공개 설정, 가입 승인 설정이 있습니다.1

그룹의 기능으로는 그룹 채팅, 일정 공유, 프로젝트 생성, 이미지/파일 전송 등이 있습니다.2



그룹 참여

그룹 찾기 기능을 통해 그룹을 찾고, 가입 요청을 하여 그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ㆍ 공개 설정이 ‘비공개’인 그룹은 ‘그룹 찾기’기능으로 찾을 수 없으며, 해당 그룹 구성원의 초대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5

검색으로 바로바로 찾아보세요 !



그룹의 이름을 클릭하거나, 드롭메뉴에서 [홈으로 가기]를 클릭합니다.1

상단의 [회원]을 클릭합니다.2

우측 하단의 [+]버튼을 클릭합니다.3

초대할 친구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4

그룹 회원 초대

그룹에 소속된 회원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회원을 그룹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모이고를 알려주세요 !

모이고를 이용하지 않는 친구를 초대하면, 문자메시지로 초대장이 발송됩니다.

주의사항

ㆍ가입을 위해 그룹장의 승인이 필요한 그룹은, 그룹장 또는 공동리더가 승인해야 가입이 가능

ㆍ그룹장 또는 공동리더가 초대하면 그룹의 설정에 관계없이 곧바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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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캘린더관리

ㆍ [캘린더]에서는 나의 일정, 친구와의 일정, 그룹의 일정, 프로젝트의 일정을 한번에 모아보거나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사진 : 각각 최대 5장, 개당 최대 20MB까지 업로드 가능

파일 : 각각 최대 5개, 개당 최대 1GB까지 업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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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오늘 일간주간월간

내 일정만 보기

2019.11 일정 등록

대상 검색

모이 맛집여행

개발 일정 회의

일정

제목 개발 일정 회의

위치 트위니,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307 (장동 236-7) 2층 플랫폼개발본...

2층 회의실

반복 미리 알림

일시 2019. 11. 05. (화) 2019. 11. 05. (화)오후 1:00 오후 2:00-

대상 나

설명
- 회의자료 준비하기
- 아이디어 내기
- 끝나고 회식!! ^0^

파일

Moigo_PC_Manual.pdf 388.27 KB

20190502_2019년도 하반기 모이고 프로젝트별,팀별 본인 작업일정 확인해... 91.84 KB

수정 삭제

일정

ㆍ 일정에 관련된 파일 또는 사진첨부, 등록한 위치의 지도뷰와 상세 위치정보,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알려주는 미리알림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일정 관리가 가능합니다. 

카드

ㆍ 카드에 관련된 파일 또는 사진첨부, 등록한 위치의 지도뷰와 상세 위치정보, 해야 할 일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카드 관리가 가능합니다.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생성창이 나타납니다.1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대상을 선택합니다.2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젝트 생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3

[보드]에서 카테고리 목록 우측의 ‘카테고리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1

카테고리 이름을 입력한 후 우측의 ‘확인’아이콘을 클릭하면 새 카테고리가 추가됩니다.2

05.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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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ㆍ 그룹에서는 그룹장과 공동리더가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ㆍ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에는 대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ㆍ [보드]로의 이동은 메인창 좌측 메뉴 또는 프로젝트 대시보드에서 ‘보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동할 수 있습니다.

ㆍ 프로젝트가 가질 수 있는 카테고리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ㆍ 카테고리의 추가는 보드에서만 가능합니다.

시작하기

프로젝트 생성

ㆍ 프로젝트는 목표달성을 위해 해야할 일을 보드와 캘린더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편리하게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카테고리 추가

ㆍ 카테고리는 프로젝트의 다른 단계 또는 영역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드]에서 카테고리 하단의 ‘+’ 버튼을 클릭하면 카드 등록창이 나타납니다.1

카드 등록창에서 제목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카드가 등록됩니다.2

참고사항

ㆍ 카드에는 제목 이외에도 대상, 일시, 카테고리, 담당자, 설명, 체크리스트, 위치, 미리알림, 사진,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ㆍ 카드는 보드 외에 캘린더와 차트에서도 등록 가능합니다.

카드 등록

ㆍ 카드는 프로젝트에서 ‘할 일’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

2. 대상 별 프로젝트 리더

ㆍ 개인 : 나

ㆍ 친구 : 나, 친구

ㆍ 그룹 : 그룹장, 공동리더

1. 카테고리는 프로젝트 리더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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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

보드

ㆍ 각 프로젝트에는 모든 카드(할 일)가 수집되는 자체 보드가 있습니다.

ㆍ 보드는 해야할 일이 누구에 의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쉬워 일반적으로

    흐름과 관련된 업무에 적합합니다.

ㆍ 기본적으로 새 프로젝트에는 준비, 진행, 완료 카테고리가 포함된 간단한 보드를 제공합니다.

ㆍ 프로젝트의 참여자라면 누구든지 끌어다 놓기 기능을 사용하여 카드의 위치를 다른 카테고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캘린더]로의 이동은 메인창 좌측 메뉴 또는 프로젝트 대시보드에서 ‘캘린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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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

ㆍ캘린더는 해당 프로젝트의 해야 할 일을 달력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ㆍ할 일을 시간 흐름에 따라 한 눈에 볼 수 있기에 일의 연속성을 파악하는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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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ㆍ차트는 카드의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막대로 표현하여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차트 내에서 카드의 

    우측 끝이나 중앙 부분을 끌어다 놓기 하여 기간을 쉽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차트]로의 이동은 메인창 좌측 메뉴 또는 프로젝트 대시보드에서 ‘차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프로젝트 완료 시 보기 이외에 어떠한 편집도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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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기

대시보드

ㆍ 프로젝트의 기본 정보 (프로젝트 명과 설명)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ㆍ 프로젝트의 진행 상태를 표시합니다.

ㆍ 프로젝트를 완료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ㆍ 프로젝트의 활동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로그

ㆍ 프로젝트 내에 수행한 모든 일과 변경 사항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ㆍ 특정 활동로그를 누르면 해당 활동로그의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ㆍ 활동로그는 프로젝트 대시보드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6. 파일관리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파일은 [파일]에서 모아볼 수 있으며,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 범위

파일 이름, 친구 이름, 그룹 이름을 통한 검색기능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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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용량 별 파일의 유효기간 (기간 만료시 다운로드 불가)

ㆍ 400MB 이하 : 최초 공유일로부터 6개월 (182일)

ㆍ 400MB 초과 : 최초 공유일로부터 1개월 (30일)

지원되는 파일 형식

이미지 ㆍ 문서 ㆍ 프레젠테이션 ㆍ 스프레드시트 ㆍ PDF ㆍ 비디오 ㆍ 오디오 ㆍ 압축파일 ㆍ APK

파일

전체 파일 검색

전체 파일 20 15받은 파일 5보낸 파일

모든파일

오늘

19.07.04

19.06.15

19.06.02

2019년 하반기 프로젝트별 팀별 작업 일정.pptx

회사 프로젝트

591.84KB

2019.09.16

190704 축구경기영상.mp4

조기축구팀

6.41MB

2019.08.03

먹방영상에 나온 사진모음.zip

맛집여행

16.09MB

2019.08.03

DEMO 데모버전.mp3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115.90KB

2019.07.17

20190523 풋살영상.mov

날아라 슛돌이

289.13MB

2019.07.04

2019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와 함께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컨퍼런스 초대장...

디지털 헬스케어 컨퍼러스팀

38.34KB

2019.07.04

전체

파일명

친구/그룹

유형별 검색

검색으로 바로바로 찾아보세요 !



07. 노트

ㆍ 노트는 기록해 두어야 할 정보를 쉽고 빠르게 메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원하는 노트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ㆍ 작성된 노트는 채팅방에서 ‘공유받기’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노트 작성 항목:  제목, 내용, 이미지 첨부, 체크리스트

이미지 첨부: 사진당 20MB의 용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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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 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Hey 한국 Hey 한국 oh oh oh oh

대 한 민 국 대 한 민 국 가을 하늘 공활한데 

 쇼핑 목록

6구 멀티탭

빨래 바구니

암막 커튼

우유

강아지 간식

블루투스 스피커

 노트 작성 ...

자전거 타고 떠나는 내 생애 첫

덴마크 여행

올 봄부터 계획한 아빠와 나의 첫 해외여행 

첫 가족여행이기도 하고 울 아빠 첫 비행!을 

위해 공항 도착 직전까지 철저한 준비를... 

올 봄부터 계획한 아빠와 나의 첫 해외여행 

첫 가족여행이기도 하고 울 아빠 첫 비행!을 

위해 공항 도착 직전까지 철저한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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