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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 POS의 Click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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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드래그 UI를 이용한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을 제안한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POS들은 많은 현업자들

이 불편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실제 시장조사 결과 10곳중 8곳은 기능은 많지만 사용이 어렵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래서 우리는 드래그 기능을 UI를 통한 가게 실제 모습을 반영할 수 있고, 주문, 메뉴선택 등 사용이 편리한 드래그UI 환경의 

POS 시스템을 생각해 보았다.

키워드: POS, Drag User Interface,

I. 서 론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을 가진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POS 기기들은 전체적으로 사용

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lick User Interface나 여러 기능 등에서 사용이 매우 어렵

거나 기능들이 연관성 없는 형태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며, 한 대

당 가격도 매우 비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스마트폰에서 많

이 사용되고 있는 객체 드래그 기능을 이용한 사용이 편리한 POS
를 생각해보았다. 또한 따로 POS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았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국내 동향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 

POS들의 UI 는 그림 1과 같다.
그림을 살펴보며 단점을 정

리하자면 

1. 가게의 배치모양과 상관

없이 테이블의 번호로만 

테이블을 구분하여 헷갈

리기 쉽다.
2. 메뉴들의 구분이 어렵다.(실제 사진이나 그림이 아닌 버튼의 

검은 글씨로만 구분되어 있으며, 색깔 등을 통한 메뉴 구분

도 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구분이 가능한 POS는 사용이 어려

워 잘 사용하지 않는다.)
3.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실제로 기능창으로 들어가보면 사용이 

매우 어려워서 실제로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적다.
4. 유저권한의 기능이 없어서 모든 사용자가 결제 취소가 가능

하면 불법적인 결제사용이 가능하다.(아르바이트 직원이 이

득을 챙기기 위해 결제를 조작해 차익을 챙긴다)
5. POS 사용자만이 주문을 입력할 수 있다.(가게의 소비자가 직

접 테이블에서 주문을 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6. 기계의 가격이 비싸다. (50만원 대의 포스는 사용이 매우 불

편하여 잘 사용되지 않으며, 어느정도 쓸 만한 포스는 실제 

100만원이 넘는 가격을 가진다) 
등등 많은 단점이 있다.
실제 시장조사를 많이 다니면서 파악한 자료들이다.

III. 본 론

현재 우리가 고안한 기기의 특성을 살펴보면

1. 테이블과 메뉴 등 여러 객체들을 블록 형태로 화면에 배치하

고 싶은대로 배치하여 사용한다. 테이블을 가게의 배치와 똑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다.
2. 메뉴객체를 그림이나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하거나 색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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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기능들을 사용을 간단하게 사용하도록 구현(메뉴추가 기능의 

경우 메뉴의 메뉴추가를 찾아가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메뉴 

객체를 누르면 메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가능)
4. 유저 권한 추가

5. NFC나 QR코드 등을 이용해 테이블에서 소비자가 직접 주

문이 가능하도록 구현(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접 주문)
6. 저가의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

아래는 현재 논문 저자들이 간단하게 구현한 드래그UI의 데모 

프로그램의 그림이다.

그림 2. 제작중인 DragUi POS의 처음 화면

그림 3. DragUi POS 사용 화면

위의 테이블과 메뉴들은 마음대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다. 현재 테이블을 원하는 대로 배치하였으며, 메뉴를 테이블

에 가져다 놓아 주문이 된 모습인데 원래는 메뉴의 모양이 사라지

면서 주문이 되도록 하지만 논문의 설명을 위해 일부러 사라지지 

않고 화면에 보이도록 했으며 아직 개발중인 데모프로그램이라 테

이블의 좌표값과 메뉴등의 좌표값이 화면에 나오도록 하여 프로그

래밍을 편리하게 하려고 위쪽의 텍스트 박스들이 화면에 보이도록 

만든 상태이다. 그 텍스트 박스들을 보면 1,2,3,4번 메뉴 구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테이블과 메뉴의 이동위치 좌표를 바로 

알아 볼 수 있다.

IV. 결 론

PC나 기계들과 친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아주 쉽게 기능들을 

사용하고 메뉴들을 원하는 대로 설정하도록 하며, 다른 POS들에 

비해 가격대도 낮추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

다.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기본적인 기능들이 모두 만들어지는 시

점은 현재 계획으로는 2012년 10월 쯤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프
로그램이 제작되면 다시 한 번 실제 프로그램과 함께 선보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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