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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메뉴 선택

상품 선택 인증코드 입력

결제 선결제 매니저 메뉴 선택

재고 추가 재고 제거 가격 변경

사용자 입력 구조
DVM 선택



File Encoding

File Encoding의 경우, 좌측 이미지와
같이 “x-windows-949”환경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dit Configurations

Edit Configurations에서 좌측 
이미지와 같이 
“-Dfile.encoding=MS949”환경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DVM 선택
1. ‘DVM변경’ 클릭하여 지금 다룰 DVM을 
선택. 이때, 입력은 키보드로 한다.

2. ‘DVM정보’를 클릭하면 선택된 DVM의 
위치, 상품 정보, 예약된 상품 정보 제공

3. ‘종료(DVM시작)’을 클릭하여 선택된 DVM 
시작

4. 한 DVM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DVM변경”
으로 다른 DVM을 실행 시킬 수 있으나, 두 
DVM을 동시에 다룰 수는 없으며 
수정사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위험이 
있기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초기 메뉴 선택

1. 숫자 패드 클릭으로 메뉴 입력 가능
2. 상품 정보 출력 ( 번호, 이름, 가격 ) 
3. 숫자 패드 클릭으로 메뉴 번호 입력 가능
4. 상태창 출력 ( 상태표시창, 입력창, 
결과표시창 )

5. 취소버튼 클릭 시 초기메뉴 재출력.
6. ⏎ 버튼 클릭 시 ‘1’이 입력되었다면 ‘상품 
선택’을, ‘2’가 입력되었다면 ‘인증코드 
입력’ 진행



상품 선택

1. 숫자 패드 클릭으로 상품 번호 입력 가능
2. 취소버튼 클릭 시 초기메뉴 재출력.
3. ⏎ 버튼 클릭 시, 선택된 상품의 ID, 이름, 
가격이 3초간 출력됨.

4. 선택된 상품이 현 DVM에서 판매 
가능하며, 재고가 있다면 “결제”를, 그 
외의 경우엔 “선결제”를 진행.



결제

1. ‘CARD’를 좌클릭하면 결제 성공, 
우클릭하면 결제 실패이다.

2. ‘C’를 클릭하면 “상품 선택”으로 돌아간다.
3. 결제를 성공하면 “결제 성공” 문구가 
다이얼로그로 출력되며, “음료을(를) 
배출하였습니다.” 문구 출력.

4. 결제를 실패하면 “결제 실패” 문구가 
다이얼로그로 출력되며, “상품 선택”으로 
돌아간다.



선결제 1 - 위치 선택

1. 선결제할 DVM 선택 요구 문구와 선택 
가능한 DVM의 ID와 위치 출력

2. 숫자 패드 클릭으로 ID 입력 가능
3. ‘C’ 클릭 시 “상품 선택” 재출력.
4. ⏎ 버튼 클릭 시, 선택된 위치의 DVM으로 

“카드 투입” 진행



선결제 2 - 카드 투입

1. ‘C’ 클릭 시 “위치 선택”으로 돌아감.
2. “CARD”를 좌클릭하면 “결제 성공” 문구가 
다이얼로그로 출력되고, 인증코드를 
3초간 출력

3. “CARD”를 우클릭하면 “결제 실패” 문구가 
다이얼로그로 출력되고, “위치 선택”으로 
돌아감



인증코드 입력

1. 숫자 패드 클릭으로 인증코드 입력 가능
2. ‘C’ 클릭 시 “초기 메뉴 선택”으로 돌아감.
3. ⏎ 클릭 시, 입력된 코드가 매니저 
코드라면 “매니저 메뉴 선택”을, 저장된 
인증코드 중 하나라면 그와 연결된 음료를 
배출한다.



매니저 메뉴 선택

1. 숫자 패드 클릭으로 매니저 메뉴 번호 
입력 가능

2. ‘C’ 클릭 시 “인증코드 입력”으로 돌아감.
3. ⏎ 버튼 클릭 시, 입력된 값이 ‘1’이라면 

“재고 추가”를, ‘2’라면 “재고 제거”를, ‘3’
이라면 “가격 변경”을 진행한다.



재고 추가 1 - 상품 선택

1. 숫자 패드 클릭으로 상품 번호 입력 가능
2. ‘C’ 클릭 시 “매니저 메뉴 선택”으로 
돌아감.

3. ⏎ 버튼 클릭 시, 선택된 상품의 ID가 
1~7이라면 “재고 추가2”를 진행하고, 그 
외의 경우엔 ‘잘못된 입력’ 문구를 
다이얼로그로 출력하고 재입력 진행



재고 추가2 - 재고량 입력
1. 숫자 패드 클릭으로 재고량 입력 가능
2. ‘C’ 클릭 시 “재고 추가1”로 돌아간다.
3. ⏎ 버튼 클릭 시, 입력된 값을 a라고 했을 
때, (상품 현 재고량 + 상품 현 예약 재고량 
+ a)가 10이하라면, 상품의 현 재고량에 
a를 더하고 “초기 메뉴 선택”으로 
돌아간다.

4. 그 외의 경우엔 “잘못된 입력” 문구를 
다이얼로그로 출력하고 재입력을 진행



재고 제거1 - 상품 선택

1. 숫자 패드 클릭으로 상품 번호 입력 가능
2. ‘C’ 클릭 시 “매니저 메뉴 선택”으로 
돌아감.

3. ⏎ 버튼 클릭 시, 선택된 상품의 ID가 
1~7이라면 “재고 제거2”를 진행하고, 그 
외의 경우엔 ‘잘못된 입력’ 문구를 
다이얼로그로 출력하고 재입력 진행



재고 제거2 - 재고량 입력

1. 숫자 패드 클릭으로 재고량 입력 가능
2. ‘C’ 클릭 시 “재고 제거1”로 돌아간다.
3. ⏎ 버튼 클릭 시, 입력된 값을 a라고 했을 
때, (상품 현 재고량 - a)가 0 이상이라면, 
상품의 현 재고량에 a를 빼고 “초기 메뉴 
선택”으로 돌아간다.

4. 그 외의 경우엔 “잘못된 입력” 문구를 
다이얼로그로 출력하고 재입력을 진행



가격 변경1 - 상품 선택

1. 숫자 패드 클릭으로 상품 번호 입력 가능
2. ‘C’ 클릭 시 “매니저 메뉴 선택”으로 
돌아감.

3. ⏎ 버튼 클릭 시, 선택된 상품의 ID가 
1~7이라면 “가격 변경1”을 진행하고, 그 
외의 경우엔 ‘잘못된 입력’ 문구를 
다이얼로그로 출력하고 재입력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