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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1. 상품 선택

Actors User

Description 총 20가지 상품 중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입력(선택)한다.

Type Evident

Cross
Reference

Functions: R 1.1

Pre-
Requisites

N/A

Typical
Courses
of Events

1. (User) 사용자가 구매할 상품과 개수를 선택
2. (System) 상품 재고가 있는 것을 확인
3. (System) 결제 금액을 출력한 후 결제 기능 수행

Alternative
Courses of
Events

2-a. (System) 상품 재고가 없는 것을 확인
2-b. (System) 타 자판기 재고 및 위치 안내 기능 수행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N/A

Use Case 2. 타 자판기 재고 및 위치 안내

Actors System

Description
사용자가 입력한 상품의 재고 요청 메시지를 타 자판기에게 보내고, 사
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자판기의 위치를 안내한다.

Type Evident

Cross
Reference

Functions: R 2.3, R 3.1

Pre-
Requisites

선택 과정에서 사용자가 재고가 없는 상품을
선택하였을 경우

Typical
Courses
of Events

1. (System) 타 자판기에 재고 확인 요청 전송
2. (Other Dvm) 재고 확인 응답을 전송
3. (System) 재고 확인 응답 수신
4. (System) 재고가 있는 가장 가까운 자판기의 위치를 알림
5. (User) 사용자가 선결제 여부 선택
6. (System) 선결제를 선택할 경우, 결제 금액을 출력한 후,

선결제 기능 수행

Alternative
Courses of
Events

5-a.(System) 선결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상품선택 화면으로 이동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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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3. 결제

Actors User

Description 사용자로부터 카드를 입력 받아 유효성과 잔액을 확인한 후
구매할 상품에 대해 결제를 진행한다.

Type Evident

Cross Reference Functions: R 2.1, R 2.2

Pre Requisites 사용자가현재재고가있는상품을선택함.

Typical Courses
of Events

1. (User) 자판기에 카드를 투입
2. (System) 카드의 유효함을 확인

3. (System) 카드의 잔액이 충분함을 확인
4. (System) 카드의 잔액에서 결제 금액 차감

5. (System) 재고 차감
6. (System) 판매 실적 업데이트
7. (System) 상품 배출 진행

Alternative

Courses

of Events
N/A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1-a. (System) 5초 동안 카드가 투입되지 않을 경우,
상품 선택 화면으로 이동

2-a. (System) 카드의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
2-b. (System) 사용자에게 결제 오류 알림
2-c. (System) 상품 선택 화면으로 이동

3-a. (System) 카드의 잔액이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
3-b. (System) 사용자에게 결제 오류 알림
3-c. (System) 상품 선택 화면으로 이동

5-a. (System) 재고 차감이 불가능함을 확인
5-b. (System) 결제 금액 환불
5-c. (System) 결제가 취소되었음을 알림
5-d. (System) 상품 선택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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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4. 선결제

Actors User

Description 사용자로부터 카드를 입력 받아 유효성과 잔액
을 확인한 후 구매할 상품에 대해 선결제를 진행
한다.

Type Evident

Cross Referen
ce

Functions: R 2.1 R 2.4 R 3.1

Pre Requisites 사용자가 현재 자판기에는 재고가 없지만 다른 자판기에 재고
가 있는 상품을 선택함

Typical

Courses

of Events

1. (User) 자판기에 카드를 투입
2. (System) 카드의 유효함을 확인
3. (System) 카드의 잔액이 충분함을 확인
4. (System) 카드의 잔액에서 결제 금액 차감
5. (System) 인증 코드 발급 기능 수행

Alternative

Courses

of Events
N/A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1-a. (System) 5초 동안 카드가 투입되지 않을 경우,
상품 선택 화면으로 이동

2-a. (System) 카드의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
2-b. (System) 사용자에게 결제 오류 알림
2-c. (System) 상품 선택 화면으로 이동

3-a. (System) 카드의 잔액이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
3-b. (System) 사용자에게 결제 오류 알림
3-c. (System) 상품 선택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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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5. 인증코드발급

Actors System

Description 사용자가 선결제를 진행한 경우 상품을 구입한 자
판기에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는
인증코드를생성한다.

Type Hidden

Cross Reference Functions: R 2.4

Pre Requisites 사용자가선결제를진행한상태여야한다.

Typical Courses
of Events

1. (System) 인증코드를 생성
2. (System) 대상 자판기에 선결제 확인 메시지를 전송
3. (Other DVM) 음료 판매 응답을 전송
4. (System) 음료 판매 응답을 수신
5. (System) 사용자에게 인증 코드를 전달

Alternative

Courses

of Events
N/A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4-a. (System) 수신한 음료 판매 응답 메시지가 유효하지 않음
4-b. (System) 결제 금액 환불
4-c. (System) 결제가 취소되었음을 알림
4-d. (System) 상품 선택화면으로 이동

4-a. (System) 5초 동안 메시지가 오지 않을 경우 결제 금액 환불
4-b. (System) 결제가 취소되었음을 알림
4-c. (System) 상품 선택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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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6. 재고정보송수신

Actors other DVM

Description 재고데이터를요청한 DVM에게현재재고데이터를송신
한다.

Type Evident

Cross Reference Functions: R 2.3 R 3.1

Pre Requisites other DVM에게 “재고 확인 요청” 메시지를 받아야 한
다.

Typical

Courses of Events

1. (Other DVM) 상품에 대한 재고 확인 요청 전송
2. (System) 재고 확인 요청 수신
3. (System) 프로토콜을 해석하여 재고 확인 응답을 전송

Alternative

Courses

of Events
N/A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3-a. (System) 프로토콜을 해석하지 못하여 요청을 무시

Use Case 7. 판매처리

Actors other DVM

Description 다른 DVM에서선결제한상품에대해판매처리를한다.

Type Evident

Cross Reference Functions: R 3.2

Pre Requisites other DVM에게 “선결제확인”메시지를받아야한다.

Typical

Courses

of Events

1. (Other DVM) 다른 자판기에서 선결제 확인 메시지를 전송
2. (System) 재고가 있을 경우, 재고의 수량을 낮추고

대상 자판기에게 음료 판매 응답 메시지를 전송
3. (System) 다른 모든 자판기에게 음료 판매 확인 메시지 전송
4. (System) 받은 상품의 정보와 인증코드를 내부에 저장

Alternative

Courses of Events
N/A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2-a. (System) 재고가 없을 경우, 음료 판매 확인 메시지에 음료
개수를 0으로 하여 메시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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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8. 인증코드입력

Actors User

Description 사용자로부터 인증코드를 입력 받고, 인증코드가 유효할 경
우 상품을 배출한다.

Type Evident

Cross

Reference

Functions: R 1.3, 2.2

Pre Requisites N/A

Typical

Courses

of Events

1. (User) 사용자가 인증코드를 입력
2. (System) 내부에 저장된 인증코드와 사용자가 입력한

인증코드를 비교
3. (System) 인증코드가 유효할 경우, 판매 실적 업데이트
4. (System) 상품을 제공하고 상품 선택화면으로 이동

Alternative

Courses of

Events N/A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3-a. (System) 인증코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오류 메시지
를 출력
3-b. (System) 상품 선택 화면으로 이동

Use Case 9. 관리자메뉴

Actors Admin

Description 비밀번호입력을통해관리자메뉴에접근할수있다.

Type Evident

Cross Reference Functions: R 4.1, R 4.2, R 4.3, R 4.4

Pre Requisites N/A

Typical Courses
of Events

1.(Admin) 비밀번호를입력
2.(System) 비밀번호가유효할경우, 관리자메뉴화면출력

Alternative

Courses of

Events N/A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2-a. (System) 비밀번호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상품 선택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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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10.재고관리

Actors Admin

Description 관리자가 재고를 보충할 상품을 선택하여 보
충할개수를선택한후이를재고에반영한다.

Type Evident

Cross Reference Functions: R 4.1 R 4.2

Pre Requisites 관리자메뉴에진입한상태여야한다.

Typical Courses
of Events

1. (Admin) 보충할 상품을 선택하고 보충 개수를 선택
2. (System) 관리자가 선택한 상품을 입력한 개수만큼 추가
3. (System) 관리자 메뉴로 이동

Alternative

Courses

of Events

N/A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2-a. (System) 보충 개수가 범위를 초과한 경우, 오류를 출력
2-b. (System) 관리자 메뉴로 이동

Use Case 11.위치수정

Actors Admin

Description 관리자가 DVM의좌표값(x, y)을수정할수있다.

Type Evident

Cross

Reference

Functions: R 4.1 R 4.3

Pre Requisites 관리자메뉴에진입한상태여야한다.

Typical

Courses of

Events

1. (Admin) 자판기의 x, y 좌표를입력
2.(System) 관리자가유효한좌표를입력한경우, 입력한좌표로
좌표를수정
3. (System) 사용자에게완료알림후관리자메뉴로이동

Alternative

Courses of

Events

N/A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2-a. (System) 관리자가 유효하지 않은 좌표를 입력한 경우, 오류
를 출력
2-b. 관리자 메뉴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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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12.판매실적합산

Actors Admin

Description 판매한금액을월단위로누적하여관리자에게보여
준다.

Type Evident

Cross Reference Functions: R 4.1 R 4.4

Pre Requisites 관리자메뉴에진입한상태여야한다.

Typical Courses

of Events

1.(Admin) 판매실적을요청
2.(System) 판매실적을출력

Alternative Courses
of Events N/A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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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er) 사용자가 구매할
상품과 개수를 선택

2. (System) 상품 재고가 있
는 것을 확인

3. (System) 결제 금액을 출
력한 후 결제 기능 수행



2022.04.12

2-a. (System) 상품 재고가 없는 것을
확인

2-b. (System) 타 자판기 재고 및 위치
안내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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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ystem) 타 자판기에 재고 확인
요청 전송
2. (Other Dvm) 재고 확인 응답을
전송
3. (System) 재고 확인 응답 수신
4. (System) 재고가 있는 가장 가까
운 자판기의 위치를 알림
5. (User) 사용자가 선결제 여부 선
택
6. (System) 선결제를 선택할 경우,
결제 금액을 출력한 후,

선결제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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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System) 선결제를 선택하
지 않을 경우, 상품선택 화면
으로 이동



2022.04.12

1. (User) 자판기에 카드를 투입
2. (System) 카드의 유효함을 확인
3. (System) 카드의 잔액이 충분함
을 확인
4. (System) 카드의 잔액에서 결제
금액 차감
5. (System) 재고 차감
6. (System) 판매 실적 업데이트
7. (System) 상품 배출 진행



2022.04.12

1-a. (System) 5초 동안 카드가 투입되지 않을
경우,

상품 선택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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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System) 카드의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
2-b. (System) 사용자에게 결제 오류 알
림
2-c. (System) 상품 선택 화면으로 이동

3-a. (System) 카드의 잔액이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
3-b. (System) 사용자에게 결제 오류 알
림
3-c. (System) 상품 선택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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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 (System) 재고 차감이 불가능함을 확인

5-b. (System) 결제 금액 환불

5-c. (System) 결제가 취소되었음을 알림

5-d. (System) 상품 선택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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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er) 자판기에 카드를 투입
2. (System) 카드의 유효함을 확인
3. (System) 카드의 잔액이 충분함을 확인
4. (System) 카드의 잔액에서 결제 금액 차감
5. (System) 인증 코드 발급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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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System) 5초 동안 카드가 투입되지 않
을 경우, 상품 선택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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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System) 카드의 유효하지 않음을 확
인
2-b. (System) 사용자에게 결제 오류 알림
2-c. (System) 상품 선택 화면으로 이동

3-a. (System) 카드의 잔액이 충분하지 않
음을 확인
3-b. (System) 사용자에게 결제 오류 알림
3-c. (System) 상품 선택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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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ystem) 인증코드를 생성
2. (System) 대상 자판기에 선결제 확인
메시지를 전송
3. (Other DVM) 음료 판매 응답을 전송
4. (System) 음료 판매 응답을 수신
5. (System) 사용자에게 인증 코드를 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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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 (System) 수신한 음료 판매 응답 메
시지가 유효하지 않음
4-b. (System) 결제 금액 환불
4-c. (System) 결제가 취소되었음을 알림
4-d. (System) 상품 선택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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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 (System) 5초 동안 메시지가 오지
않을 경우 결제 금액 환불
4-b. (System) 결제가 취소되었음을 알
림
4-c. (System) 상품 선택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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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ther DVM) 상품에 대한 재고 확인
요청 전송
2. (System) 재고 확인 요청 수신
3. (System) 프로토콜을 해석하여 재고
확인 응답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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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System) 프로토콜을 해석하지
못하여 요청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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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ther DVM) 다른 자판기에서 선결
제 확인 메시지를 전송
2. (System) 재고가 있을 경우, 재고의 수
량을 낮추고 대상 자판기에게 음료 판매
응답 메시지를 전송
3. (System) 다른 모든 자판기에게 음료
판매 확인 메시지 전송
4. (System) 받은 상품의 정보와 인증코
드를 내부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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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System) 재고가 없을 경우, 음
료 판매 확인 메시지에 음료 개수를
0으로 하여 메시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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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er) 사용자가 인증코드를 입력
2. (System) 내부에 저장된 인증코드와
사용자가 입력한 인증코드를 비교
3. (System) 인증코드가 유효할 경우, 판
매 실적 업데이트
4. (System) 상품을 제공하고 상품 선택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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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System) 인증코드가 유효하지 않
을 경우, 오류 메시지를 출력
3-b. (System) 상품 선택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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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min) 비밀번호를 입력
2. (System) 비밀번호가 유효할 경
우, 관리자 메뉴 화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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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System) 비밀번호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상품 선택 화면으로 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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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min) 보충할 상품을 선택하고 보
충 개수를 선택
2. (System) 관리자가 선택한 상품을 입
력한 개수만큼 추가
3. (System) 관리자 메뉴로 이동



2022.04.12

2-a. (System) 보충 개수가 범위를
초과한 경우, 오류를 출력
2-b. (System) 관리자 메뉴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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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min) 자판기의 x, y 좌표를 입력
2. (System) 관리자가 유효한 좌표를 입력한
경우,입력한 좌표로 좌표를 수정
3. (System) 사용자에게 완료 알림 후 관리
자 메뉴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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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System) 관리자가 유효하지 않은 좌표
를 입력한 경우, 오류를 출력
2-b. 관리자 메뉴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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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min) 판매 실적을 요청
2. (System) 판매 실적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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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Description

DVM Distributed Vending Machine,분산자판기

상품 사용자가자판기에서구입하고자하는물품(음료)

사용자(User) 상품구입을위해자판기를이용하는사람

관리자(Admin) 자판기의다양한정보를수정할권한이있는사람

인증코드 선결제한상품을다른자판기에서수령하기위해사용자가입력해야할고유한코드

선결제
다른자판기에서수령할물건을미리결제하는기능

위치 자판기가설치된위치(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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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Test Case Description Expected Result

1.구입할상품선택 사용자가선택한상품품목이
정상적으로전달된경우

재고확인을진행한다.

사용자가선택한상품품목이
정상적으로전달되지않은경

우

오류를출력하고상품품목의재선
택을요청한다.

사용자가입력한상품과상품
의개수에대해재고확인을정

상적으로한경우

결제화면으로이동한다

사용자가입력한상품과상품
의개수에대해재고확인을정
상적으로하지못한경우

오류를출력하고상품구입을취소
한다.

2. 타자판기재고및위
치안내

다른자판기로부터사용자
가선택한상품의재고가
있다는응답을받은경우

사용자에게재고가존재하는
자판기의위치를제공한후, 선

결제를요청한다.

다른자판기로부터사용자
가선택한상품의재고가
없다는응답을받은경우

사용자에게재고가존재하지
않는다는메시지를출력하고
상품선택화면으로이동한다.

사용자가선결제여부를선
택한경우

선결제화면으로이동한다.

사용자가선결제여부를선
택하지않은경우

상품선택화면으로이동한

3. 결제 사용자의카드가유효한카
드일경우

사용자의카드잔액을확인한다.

사용자의카드가유효한카
드일경우

오류를출력하고결제를종료한
다.

사용자의카드의잔액이충
분한경우

선택한상품에대한결제를진
행한다.

사용자의카드의잔액이충
분하지않은경우.

오류를출력하고결제를종료한
다.

Use Case Test Case Description Expected Result

4.선결제 결제금액표시이후 5초이내로
카드가투입된경우

카드의유효성검사를진행한다.

결제금액표시이후 5초이내로
카드가투입되지않은경우

상품선택화면으로이동한다.

사용자의카드가유효한카드일
경우

사용자의카드잔액을확인한다.

사용자의카드가유효하지않은
카드일경우

오류를출력하고상품선택화면으로
이동한다.

사용자의카드의잔액이충분한
경우

선택한상품에대한결제를진행한
다.

사용자의카드의잔액이충분하
지않은경우.

오류를출력하고상품선택화면으로
이동한다.

5.인증코드발급 다른 DVM에서받은프로토콜
(음료판매응답)이유효한경우

사용자에게인증코드를전달한다.

다른 DVM에서받은프로토콜
(음료판매응답)이유효하지않

은경우

결제금액을환불한다.

사용자에게결제금액이환불되었음
을알림.

상품선택화면으로이동한다.

다른 DVM에서 5초이상음료판
매확인이오지않는경우

결제금액을환불한다.

사용자에게결제금액이환불되었음
을알림.

상품선택화면으로이동한다.

6. 재고정보송수신 다른 DVM에서받은
프로토콜(재고확인요청)을

잘분석한경우

알맞은응답(재고확인응답)을송신
한다.

다른 DVM에서받은
프로토콜(재고확인요청)을
잘분석하지못한경우

조치를취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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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Test Case Description Expected Result

9. 관리자메뉴 비밀번호가유효할경우 관리자메뉴로이동한다.

비밀번호가유효하지않을경
우

비밀번호오류메시지를출력후
관리자메뉴로이동한다.

10. 재고관리 관리자가범위내의재고값을
입력한경우

입력된값으로재고의값을수정
한다.

관리자가범위밖의재고값을
입력한경우

오류를출력하고관리자메뉴로
이동한다.

11. 위치수정 관리자가범위내의좌표값을
입력한경우

입력된값으로좌표값을수정한
다.

관리자가범위밖의좌표값을
입력한경우

오류를출력하고좌표수정을마
무리한다.

12. 판매실적합산 관리자가판매실적합산기능
을요청하였을경우

월단위로판매금액을누적하여
출력한다.

Use Case Test Case Description Expected Result

7.판매처리 다른 DVM에서받은
프로토콜(선결제확인)을

잘분석한경우

받은상품의정보와
인증코드를

내부에저장한다.

다른 DVM에서받은
프로토콜(선결제확인)을
잘분석하지못한경우

조치를취하지않는다.

8. 인증코드입력 10자리가아닌자릿수의인
증코드가입력된경우

오류를출력하고재입력을요
청한다.

입력된코드가알파벳소문
자를포함하지않는경우

오류를출력하고재입력을요
청한다.

입력된코드가숫자를포함
하고있지않은경우

오류를출력하고재입력을요
청한다.

입력된코드가다른문자(대
문자, 한글, 특수문자)를포

함하고있는경우

오류를출력하고재입력을요
청한다.

10자리이며알파벳소문자와
숫자를모두포함한코드가

입력된경우

상품수령을진행한다.

사용자가입력한인증코드가
내부에저장된인증코드들
중하나와동일한경우

상품수령화면으로이동한다.

사용자가입력한인증코드가
내부에저장된인증코드들과

동일하지않은경우

오류메시지를출력후상품선
택화면으로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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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1. 상품 선택

2. 타 자판기 재고
및 위치 안내

3. 결제

4. 선결제

5. 인증코드 발급

6. 재고 정보 송수
신

7. 판매처리

8. 인증코드 입력

9. 관리자 메뉴

10. 재고 관리

11. 위치 수정

12. 판매 실적 합산

Operation In Sequence Diagram

1. enterItem

2. sendStockReq

3. showNearestDVM

4. selectPrepayment

5. showPrepaymentPage

6. showPrice

7. insertCard

8. DeployProduct

9. showVerificationPage

10. sendPrepayData

11. showVerificationCode

12. sendStockReq

13. broadcastStockData

14. sendStockData

15. enterVerificationCode

16. showDeployPage

17. enterPw

18. showAdminPage

19. fillProduct

20. enterCord

21. reqSalesData

22. showSalesData

SystemFunctions

R 1.1

구입할상품선택

R 1.2

인증코드입력

R 2.1

결제

R 2.2

타자판기재고및
위치안내

R 2.3

인증코드발급

R 3.1

재고정보송수신

R 3.2

판매처리

R 4.1

관리자메뉴진입

R 4.2

재고관리

R 4.3

위치수정

R 4.4

판매실적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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