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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형 POS 시스템을 무선인터넷 환경에 용하여 모바일 정보 단말기와 개인용 컴
퓨터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형 POS 시스템이 제공하는 물류, 경
  리 등의 부문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 을 살리면서, 바코드 시스템과 같은 부수 인 

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모바일 연동을 통한 자동화된 정보수집과 리가 가능한 POS 시스
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주문용 모바일 정보 단말기, 포내의 메인 서버, 주방의 모니터와 
린터 등에 주문 정보를 유무선으로 송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한 기존
의 주문 용 PDA와는 달리 장 발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송하여 기업의 회계, 매출, 
자재, 인력 리 시스템 등에 즉시 연동하여 기업 리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
를 제공한다. 모바일 단말기에는 별도의 로그램이 필요 없으며, 모바일 단말기에서 발생한 주
문 정보는 메인 서버의 웹 서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입력되며, 메인 서버, 린터에 정보를 
달한다. 소 트웨어 측면에서도 메인 서버의 매장 리 로그램과 모바일 단말기와의 통신을 
한 모듈만으로 POS 시스템의 확장을 한 추가 인 소 트웨어 제작은 필요하지 않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유통정보화의 요소들  매시 의 모든 정보를 
처리하여, 거래 데이터의 정보화를 한 POS 시스템을 무선 인터넷과 개인용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별도의 특정 장비 없이 구축비용  유지보수 비용을 낮추어 으로써 소규
모 매장에 확산 용될 수 있다.

Mobile Point-of-Sales System

O-Byoung Kwon*․Hyun-Cheul Shin**

ABSTRACT

We propose a mobile point-of-sale system, which consists of only mobile information terminals 
and personal computers. The proposed system provides most of functionalities related with resource 
planning, adminstration and management, provided by medium-scale or large-scale POS systems, 
with additional functionalities, such as automatic information gathering and management through 
mobile interconnection, while eliminating the necessity of additional special-purpose devices, such as 
bar-code systems. 
The proposed system transmits order information through wireless and wired communication lines, 
thus allowing real-time sharing of order information among diverse information devices, such as mo-
bile order receiving terminals, main server within stores, monitors and printers located in production 
lines. Also, the system is able to transfer such detail information produced within stores in real-time 
to the enterprise-level accounting, sales, logistics, personnel management system, which facilitate en-
terprise-wide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No additional programs are required for mobile terminals. Order information received by such ter-
minals are entered into databases through web server of main server and that information is again 
transferred to main server and production line printers. The proposed system can handle all the 
point-of-sale information and can provide almost of the POS functionalities by simply utilizing wire-
less internet, personal computers, and mobile terminals without installing specific-purpose peripheral 
devices. The proposed system can be widely applied to the small-scale stores and will contribute in 
reduc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 required for point-of-sal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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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60년  후반 행정부의 통계처리를 목 으로 

한 자계산기의 도입으로 시작한 우리나라 산업

정보화는 1980년 를 거치며 구축된 기업들의 클라

이언트/서버 환경을 고도화시키는 성숙한 단계로 

어들었다. 네트워크의 성능을 고도화시키기 

한 네트워크 장비와 정보 시스템을 경 략에 활

용하기 한 경 정보 솔루션이 보 되었고, 1990

년  후반에 들어와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PC와 

정보통신망 그리고 인터넷의 보 으로 정보화 기

반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 차원의 정

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산업 정보화

의 일환으로 무역 자동화 사업이 확 되어 CALS/ 

EC(Computer Aided Logistic Support/Electronic 

Commerce) 체제의 도입과 함께 무역 차가 간소

화되고, 해외 무역 상국의 무역정보가 DB화 되

어 신속히 유통되기 시작한다. 한 산자부가 무

역 부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도입

함으로써 국방조달,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 걸쳐 

EDI가 공공부문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  들어 재까지 개인과 

기업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 

로세스까지도 인터넷이나 PC 통신과 같은 자

매체에 의해 자화 되었다. 한 민간부문의 

자상거래도 자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쇼핑이 인

터넷의 보  확산과 함께 웹을 기반으로 한 가상 

상 의 형태로 발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속한 

유통 정보들이 자화가 요구되었고 유통업계를 

심으로 유통정보화가 추진되었다. 소비자들의 소

득 수 의 향상에 따른 구매력의 증가와 소비수요

의 패턴 변화, 인건비의 상승, 교통난 등과 같은 

내  요인과 유통시장의 외 개방이라는 외  환

경의 변화 속에서 국내 유통산업의 이익률 개선과 

매출 향상, 유통비용의 감  유통체계의 효율성 

재고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 고객

의 서비스 향상과 각종 상품의 매입, 매출, 재고

황 등 모든 매 련정보를 효율 으로 리하고 

복잡한 유통구조와 수많은 물품 리에 한 어려

움을 극복하기 해서는 IT기기  솔루션, 유통

마  련 경 기법의 연계 활용이 실히 필요

하다.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은 상품에 메이커

나 상품명을 표시한 바코드를 스캐 를 통하여 인

식한 결과를 모니터로 출력하여 상품 매계산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장치로서, 재고의 

삭감과 손실, 품 의 방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상

품회 율의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그리고 고객

의 구매동향 악이 손쉬워지며, 한 활동

이 가능해지고, 고정화된 고객을 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바코드와 POS 시스템의 도입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졌고 이러한 유통 정보화의 핵심

에는 정보기술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바코드 시스템과 POS 시스템 그리고 EDI 시스템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1].

POS 시스템은 최근 SCM(Supply Chain Mana-

gement)이나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

gement)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더욱 더 효율 으

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도입되기 시작한 

SCM은 향후 유통구조의 빅뱅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솔루션으로 망되고 있다. 한 POS 시스

템 업체들은 H/W 인 에서 모바일 POS 시스

템이나 신용카드업무를 담당하는 VAN 업체와의 

연계, 인터넷에서의 POS 시스템 활용 등과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POS 

시스템의 국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수십

개에 달하며, 업계에서는 2007년에 연간 27,000

의 POS 터미 이 신규로 설치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POS 시스템 시장의 약 반 가

량을 한국IBM, 한국후지쯔, 한국NCR 등과 같은 

해외의 다국  기업들이 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는 형 유통업체에 공 하는 고가제품 뿐만 아니

라 국내 기업들이 을 두고 있는 소형 포

형 가 모델까지 선보이며 극 으로 국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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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 시장에서 

만의 업체들이 극 으로 참여하고 있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해외 기업들과 응할 

수 있도록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한 다

양한 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시 이다.

본 논문의 제 2장에서는 련연구에 하여 살

펴보고, 제 3장에서는 시스템 아키텍처와 비즈니

스 흐름도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설명하고, 제 4

장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련 시스템과의 비

교, PDA 성능측정을 통해 체 시스템을 구 한

다. 그리고 제 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련 연구 

POS는 Point Of Sales의 약어로 백화 , 할인

, 슈퍼, 문 , 편의  등의 매장에 단말기를 설

치하여 단품 리, 고개 리, 매상 리 등에 사용되

는 데이터를 그때그때 즉시 수집하여 리하는 것

을 말하며, 이를 해 각 매장에 설치하는 단말장

치를 POS 단말장치라 한다. POS는 매 시  정

보 리 시스템을 말한다. 종래의 key-in 방식에 의

한 지스터가 아닌 학  자동 독방식의 지

스터에 의한 단품별로 수집된 매정보와 매일 배

송 등의 활동에서 발생되는 각종 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각 부문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 달하는 시스템으로 업자의 종합 인 경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POS 시스템은 발주, 매

입, 재고, 회계, 재무정보를 기 로 하고, 여기에 

매장으로부터 직  송받은 매정보를 수집하여 

경 정보 시스템에 연계된다. POS 시스템은 유통

기업간 경쟁의 격화  소비자의 구조  변화에 

의한 상품 서비스의 다양화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소비자동향에 한 신속, 정확한 악(상품 리, 고

객 리)의 필요성과 계열화  제휴(수직, 수평  

제휴, 업종간 제휴)의 진 등이 증 되면서 소스

마킹의 보 과 POS 시스템이 속히 확산되어 최

근에는 단순한 POS 시스템으로부터 각 포를 연

결하는 토털 매니징 시스템으로 발 해 가고 있다.

 

 (그림 2.1) POS 시스템과 연계되는 시스템  

정보

경  리 차원과 이익 리 차원이라는 두 가

지의 큰 틀에서의 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POS 시스템 도입의 효과

3. 시스템 아키텍처

(그림 3.1)은 체 인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식 의 특성에 맞춰 바코드 체계를 없애

기 해 매장 내부를 무선 인터넷 환경으로 구성

하고, PDA를 이용하여 직  주문을 받아 즉시 메

인 서버와 주방으로 주문 데이터를 송한다. 메

매출증가
- 신용카드 수수료 감소
- POS System 도입으로 세 감면
- 터미날 고에 따른 고 수익
- 첨단매장 인식확 로 단골고객 증가

첨단정보 획득
-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정보획득
- 동일 업종간 사이버 모임
- E-mail 등의 사용

업무생산성 향상
- 카드 표 리 불필요
- 일목요연한 매출 리
- 수요 측을 통한 원가 리

고객 만족
- 신속한 카드조회  결제
- 우수고객 리
- POS를 이용한 투명한 경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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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서버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리 정보로 활용하

고 주방에서는 주문사항을 즉시 확인하여 주문된 항

목에 해 처리를 한다.

주문은 PDA를 통하거나 카운터의 메인 서버를 

통해서도 가능하게끔 터치스크린을 카운터에 설치

하 다. 이는 주문만을 받는 PDA로는 할 수 없는 

회계, 매출, 자재, 인력 리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

의 정보화  리를 한 작업에 편리함을 제공

한다. 

PDA에서 발생한 주문 정보는 메인 서버의 웹 

서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입력되며 PDA측에 

별도의 로그램이 필요 없도록 했다. 즉, 몇 개의 

JavaBeans 모듈을 통해 PDA와 메인 서버, 린터,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달하는데 소 트웨어 측

면에서도 메인 서버의 매장 리 로그램과 PDA

와의 통신을 한 모듈만으로 POS 시스템의 확장

을 한 추가 인 소 트웨어 제작이 필요 없다.

시스템 구성은 (그림 3.1)과 같이 주문 데이터 

수집을 한 PDA와 메인 서버, 린터, 터치스크

린 모니터,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을 한 Access 

Point로 이 진다. 

 

(그림 3.1) 시스템의 체 구성  데이터 흐름

3.1 비즈니스 흐름도

(그림 3.2)는 일반 POS에서는 서버를 통해 소규

모 포의 거래/매출 정보를 ERP 시스템에 장

할 수 있고, 한 VAN을 통해 카드사나 은행에서 

카드거래의 승인이나 정보 달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 규모 차이즈 포나 

POS 가맹 이 종합 ERP 시스템을 통해 본사에 

리를 의뢰하면 각 차이즈 포의 거래와 매

출을 일시에 리할 수 있다. 일반 POS에서도 종

합 ERP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본사의 

계정을 신청해서 취득한 후 로그인 할 수 있다. 

 

(그림 3.2) 비지니스 흐름도

3.2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림 3.3)(a)에서는 TABLE_INWON과 TABLE_ 

INFO는 TABLE_MENU와 일 일 계를 이루고 있

고, TABLE_MENU는 MENU_ITEM과 일 일 

계를 이루고 있고, MENU_ITEM은 MENU_GROUP

과 MENU_SET과 일 일 계를 이루고, MENU_ 

SET은 MENU_SET_GROUP과 일 일 계를 이

룬다.

(그림 3.3)(b)에서는 TABLE_CODE와 TABLE_ 

USERMAST는 TABLE_CASHLIST와 일 일 

계를 이루고, TABLE_CASHMAST는 TABLE_ 

CASHLIST와 TABLE_CASHCARD와 TABLE_ 

CASHBILL과 일 일 계를 이루고, TABLE_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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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은 TABLE_CASHCARD와 TABLE_CASH 

BILL 그리고 TABLE_SALECUP과 FC_CARDIN 

FO 그리고 TABLE_MEMBER, TABLE_CANCEL_ 

MENU, TABLE_MENU와 일 일 계를 이루고, 

TABLE_CANCEL_MENU와 TABLE_MENU가 일

일 계를 이루고 있다.

(a)

 

(b)

(c)

(그림 3.3) ERD 스키마 

(그림 3.3)(c)에서는 TABLE_ADDR_DAE가 TA 

BLE_ADDR_JUNG과 TABLE_MEMBER와 일

일 계를 이루고 있고, TABLE_MEMBER는 TA 

BLE_STB_ORDER와 일 일 계를 이루고 있고, 

TABLE_USER_MAST는 TABLE_USERLIST와 TA 

BLE_USERCAPA와 일 일 계를 이루고 있다.

4. 시스템 구

4.1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  등록 에 미리 입력해야 할 련 정보들

로 매장 정보, 시스템 정보, 직원 정보, 식탁 정보, 

매가능 메뉴 정보, 거래처 정보를 입력한다. (그

림 4.1)은 매장 리 로그램의 설치 후 최  실

행화면으로 미리 등록된 리자용 아이디와 암호

로 로그인을 하면 메인 화면이 나타난다. 

(그림 4.1) Login 화면

4.2 련 시스템과의 비교

<표 4.1>은 웹 POS 시스템과 기존의 일반 인 

POS 시스템을 비교하여 웹 기반의 POS 시스템이 

가지는 장 을 나타내고 있다. 비용이나 데이터의 

수집과 교환, 시스템 자체에 한 리와 고객에 

한 리 등이 인터넷을 통하므로 신속하고 편리

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DA와 

메인 서버를 잇는 웹 서버로 TOMCAT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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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OMCAT은 JSP 컨테이 로 자체 웹 서버 

기능을 갖고 있으며 동 (Dynamic) 웹 페이지에 

한 처리가 빠르다. 정 (Static) 페이지에 한 

처리는 용 웹 서버가 빠르지만, 실 으로 PDA

를 통한 주문 입력을 해 화려하고 사이즈가 큰 

웹 페이지나 이미지와 같은 정 (Static) 페이지가 

필요 없으므로 TOMCAT 자체의 웹 서버 기능만

을 이용하여 구성하 다. 

<표 4.1> 기존 POS 시스템과의 비교

구 분 기존 POS 시스템 웹 POS 시스템

통신회선
화선/ 용선

( 속도/고비용)

ADSL, ISDN

(고속도/ 비용)

데이터 

리

각 포별 리

(본부로 일 송)

본부 통합 리

(실시간)

데이터 

갱신

하루 1～2회 

일  갱신
24시간 실시간 갱신

로그램 

업데이트
 매장 순회 설치

실시간 업데이트

(인터넷)

정보교환
매장-본부(단방향)

화, FAX 이용

매장-본부(양방향) 

인터넷 이용

고객 리 매장별 자체 리 본부 통합 리

실 인  다른 문제는 무선 환경이다. 실제

로 실험에 사용한 무선 AP(Access Pointer)의 거

리는 실내에서 약 40M 내외로 제한되었으며 계 

장비를 별도로 설치하여 거리를 확장할 수 있으나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동시 사용자 문제

에 있어서도 무선 환경의 향을 받게 되는데 AP

나 릿지 등 장비의 한계에 따라 물리 으로 제

한된 사용자만을 허용한다. 실제 장에 용될 

경우에 실 인 사용자수가 시스템에서 허용하는 

사용자수에 크게 못 미치고 무선 장비의 한계 

한 TOMCAT의 성능 보장내의 동시 속 허용 수

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환경을 고려한 성

능의 측정이 합당 할 것으로 보이나, 본 논문에서

는 PDA 4 를 이용하 고 일반 PC를 이용한 유

선 환경에서의 실험도 병행한 결과 통신 환경에 

따른 성능의 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거

리에 따른 향이 가장 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그림 4.2)는 아래에서 언 한 실제 실험 데이

터를 그래 로 보여주는 것으로 거리단 가 10m일

때 11 , 20m 일때 26 , 30m 일때 41 , 40m 일때 

속이 불가능하 다.

 

(그림 4.2) PDA 성능측정

5. 결  론

오늘날 정보화의 효과가 산업 반에 향을 

미치면서 유통업체에서도 정보화를 통한 신속하고 

낮은 비용의 상품 리와 정확한 고객 리가 변

하는 유통 환경에 응하기 한 핵심과제로 등장

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정보화 실 의 표 인 형

태가 업계의 POS 시스템 도입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POS 시스템은 고객의 요구에 정확하게 

처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며 궁극 으로는 경 자 

 각 리단계의 략수립  마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일반 으로는 POS 시스템을 

도입하는 자체로서 업무처리 필요량이 어들거나 

비용 감과 같은 직 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운 측면에서 실질 인 효과를 거두기 해서는 

POS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효율 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국내 유통업계의 경우 1984년에 

도입이 시작된 후 POS 시스템의 구축이 증가추세

에 있으나 거의 기기 구축 자체 효과만을 거두고 

있을 뿐 POS 정보의 활용정도는 미흡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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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구 한 웹 POS 시스템은 

비용이나 데이터의 수집과 교환, 시스템 자체에 

한 리와 고객에 한 리 등이 인터넷을 통하므

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DA와 메인 서버를 잇는 

웹 서버로 TOMCAT을 사용하 다. TOMCAT은 

JSP 컨테이 로 자체 웹 서버 기능을 갖고 있으며 

동  웹 페이지에 한 처리가 빠르다. 정  페이

지에 한 처리는 용 웹 서버가 빠르지만, 실

으로 PDA를 통한 주문 입력을 해 화려하고 

사이즈가 큰 웹 페이지나 이미지와 같은 정  페

이지가 필요 없으므로 TOMCAT 자체의 웹 서버 

기능만을 이용하여 구성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POS 시스템을 무선인터넷 환경에 용하

여 PDA와 PC만으로 구성된 매 용으로 구 하

다. 기존의 POS 시스템이 갖는 규모, 고비용

과 다양한 업무 환경에 용할 수 없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POS 시스템이 갖는 편리함, 정확

성, 신속한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등의 이 을 살

리면서 소규모 매장이나 음식 과 같은 환경에서

도 사용 가능한  비용 POS 시스템을 구축하

다. 그러나 유통이나 상업분야에는 많은 형태의 

업무 환경이 존재하므로 범용의 POS 시스템을 구

축하기에는 실 으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의 보 이 확산될수록 많은 업무의 기본 

형태나 자료 흐름의 공통 인 부분에 해 그 해

결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유통 반에 

걸친 신속한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가공된 정보의 

유통으로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재 속히 확

산되고 있는 인터넷과 무선인터넷 환경을 이용한 

 비용 소규모 환경으로 보다 그 범 를 넓히려

는 시도를 함에 있어서 본 논문은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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