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nual : 사용메뉴얼(v3)

201710560 컴퓨터공학부 정의재
201711315 컴퓨터공학부 신원세
201714164 컴퓨터공학부 박서영
201914173 컴퓨터공학부 김현웅



  목차

1. 프로그램 개요

2. DVM 구성

3. DVM 선택

4. 음료 선택

5. 결제 방법 선택

6. 카드 결제

7. 선결제

8. 코드 결제

9. 데모 영상

0.  프로그램 실행 방법(수정)



1. OOAD_1조.jar를 실행합니다.

0.  프로그램 실행 방법(jar 파일 이용시)

- cmd창을 총 8개 따로따로 만들어 java -jar로 실행

- 로그에 ‘[DVMx] SERVER ON’이 뜨면 성공적으로 실행된 것



2.  실행완료시 팝업되는 화면

0.  프로그램 실행 방법(jar 파일 이용시)



3.  이제 아래 사용법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0.  프로그램 실행 방법(jar 파일 이용시)



1.  Main의 main함수를 실행합니다.

0.  프로그램 실행 방법(intelliJ 이용시)



2.  이제 아래 사용법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0.  프로그램 실행 방법(intelliJ 이용시)



1. 개요

  MS129 DVM은 기존 자판기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자판기로, DVM 간의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자판기가 가지고 있는 음료수의 재고 확인을 

돕고 사용자에게 선결제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총 8대의 DVM이 존재하며, 각 DVM은 오직 7종류의 

음료만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DVM이 원하는 음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선결제를 통해 그 음료에 대한 계산을 미리 하고 

발급받은 코드를 통해 다른 자판기에서 해당 음료를 

구매할 수 있다.



2. DVM 구성

 DVM의 메인 스크린으로 DVM 선택, 
음료 선택, 결제 방법 선택 등의 시스템 
상 진행상황과 사용자에게 알리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화면

 사용자가 다이얼패드를 통해 
입력한 값이 나타나는 화면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수 있는 
다이얼 패드

 입력한 값을 지울 수 
있는 백스페이스 키

 사용자가 다이얼패드를 통해 
입력한 값을 저장하는 키



3. DVM 선택

1) 총 8개의 DVM들이 DVM 이름, 
주소와 함께 출력돼있다. 
사용자들은 이 DVM들 중 하나의 
DVM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어떤 DVM을 
선택하였는지 DVM의 번호와 
함께 출력해주는 메시지

2) 사용자가 DVM을 선택할 수 
있는 키패드이다. 사용자는 
키패드를 터치하여 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번호 입력후 
확인을 누른다.



4. 음료 선택

1)1번 - 7번 
현재 DVM 
판매메뉴 제공

1)8번 - 20번 까지 
현재 DVM 에서 
판매하지  않는 메뉴제공
: 선택 가능

2) Dial Button 클릭으로 
음료 번호 버튼 선택 후, 
확인 버튼 클릭

3) 음료 선택 시, 팝업 
OK 버튼 클릭-> 다음 화면 이동



5. 결제 방법 선택

1)결제 방법 메뉴
2가지 제공 

: Dial Button사용하여,
1 또는 2 버튼 클릭 후 
확인 버튼 클릭

2) 결제 방법 선택 후 
팝업 발생 시, 
OK 버튼 클릭 -> 다음화면 이동



6. 카드 결제

Dial Button 사용하여
결제할 카드의 번호 버튼 선택 후, 
확인 버튼 클릭

결제 가능 카드번호 
: 12341234 (잔액 10000원)
: 11111111 (잔액 0원)
: 10000000 (잔액 10000원)



7. 선결제

1) (8~20)번 음료를 선택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DVM에 
재고 확인 후 재고가 있다면 
선결제로 넘어감

2) 카드결제 진행 후 발급된 
인증코드와 네트워크를 
통해 구매가능한 DVM들의 
위치 출력



8. 코드 결제

1)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DVM2로 이동해 선결제 
했던 음료수를 찾음

2)선결제때 발급받았던 
코드 ‘99311’를 입력함

3) 성공적으로 
구매 완료, 
사용된 코드는 
삭제됨



9. 데모영상

https://youtu.be/fuhzgaLJMx4

https://youtu.be/fuhzgaLJMx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